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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자료는 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TissueGene, Inc.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의약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자료를 의약품 광고를 위하여 인용, 복제, 가공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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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의약품 관련 정보는 회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된 정보의 정확성, 적합성, 
완전성, 유용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객관적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회사의 임원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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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PARADIGM FOR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Prologu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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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Proposition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임상3상의
높은 성공 가능성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

• First in Class
• Unmet Medical Needs1 충족
• 골관절염 근본적 치료

• 미국 임상2상의 유효성
• 한국 품목허가 획득
• 차별화된 미국 임상3상 Protocol
•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

• DMOAD2 Label 획득
• 적용 부위 및 적응증 확대
• 전략적 Partnership

주1) Unmet Medical Needs� 미충족 의료 수요
주2) DMOAD (Disease-Modifying Osteoarthritis Drug)� 관절 조직의 구조적 개선 또는 질병 진행 억제를 통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골관절염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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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sueGene 설립

INVOSSATM 초기 임상

INVOSSATM 미국 임상 및 사업화

1. 회사소개

Advanced Cell Therapies, TissueGene

회사명 TissueGene, Inc.

대표이사 이 범 섭 / 이 우 석

설립일 1999년 06월 09일

임직원수 38명 (신고서 제출일 기준)

본사 9605 Medical Center Dr.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USA

사업영역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코오롱
이웅열 회장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텍
기타

(신고서 제출일 기준)

’01.10 INVOSSATM 관련 기술 미국특허 최초획득
            (TGF-β1를 사용하는 유전자 요법)

’00.06 코오롱생명과학과 License Agreement 체결

’99.06 TissueGene 설립

설립기 (1999~2002)

개발기 (2003~2012)

도약기 (2013~현재)

’12.10 미국 임상2상 환자 투여 완료

’10.11 미국 임상2상 승인

’09.04 미국 임상1상 환자 투여 완료

’06.12 미국 임상1상 승인 

’05.08 한국산업자원부 국책과제 선정

’04.09 미국특허 추가획득 (혼합세포 유전자요법)

’17.07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식약처 품목 허가

’17.04 기술성 평가 등급 AA 획득 (NICE평가정보)

’16.11 코오롱생명과학, 일본 Mitsubishi Tanabe와의  
            Sublicense 계약

’16.05 한국수출입은행 제3자 배정방식 투자유치

’15.11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 선정

’15.05 미국 임상3상 승인 (SPA) 

회사 개요 주주 현황

주요 연혁

31.2%

20.4%14.4%

3.2%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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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진 소개

세포 유전자 치료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인력 보유

이 범 섭 대표이사

Moon Jong Noh, Ph.D. (Chief Technology Officer)

Gurdyal Kalsi, M.D. (Chief Medical Officer)

R. Ogden Copeland (Sr. Director of Regulatory Affairs)

Anne M Garstka (Director of Quality Assurance)

Robert Casper (Sr. Director of Clinical Operations)

Anthony Orlando, Ph.D. (Director of Biometrics)

이 우 석 대표이사

• '17~現 TissueGene Inc. CEO
• '14~'17 TissueGene Inc. COO
• '11~'17 코오롱생명과학 부사장
• '04~'11 Takeda Pharma
• '00~'04 Mitokor Inc.
• '95 아이오와주립대 약리학 박사
• '85 서울대학교 수의학 학사

• INVOSSA™ US FDA 임상1, 2상 완료
• 서울대 미생물학 학사 ('89) / 카이스트 생명과학 박사 ('95)

• 임상진행 (REMICADE, HUMIRA, JAK Inhibitors, MMP Inhibitor)
• Queen Victoria Jubilee Hospital Doctor of Medicine ('85)

• INVOSSA™ US FDA 임상1, 2상 완료
• Michigan State University ('87)

• Manager of Quality Systems, Celgene Corp. ('04~'13)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stry� Juniata College

• Director, Clinical Operations, Cerecor, Baltimore, MD
• Johns Hopkins University ('06) 

• Vice President of Global Data Division, Pharm-Olam International ('06~'11)
• Doctor of Philosophy, Biometry.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13~現 TissueGene Inc. CEO
• '12~現 코오롱생명과학 CEO
• '08~現 코오롱제약 CEO
• '00~'15 코리아이플랫폼 CEO
• '80~'00 산업자원부
• '88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영학 석사
• '79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대표 이사 주요 핵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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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visory Board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Mustafa Hacque, M.D.
Virginia B. Kraus, M.D.
• FNIH Biomarkers Consortium Principal 
   Investigator
• Duke Molecular Physiology Institute
• Past President of the Osteoarthritis 
•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OARSI)

David Hunter, M.D.
• FNIH Biomarkers Consortium Principal
   Investigator
• Sydney 의과대학
• Chair of Institute of Bone and Joint Research

• Summit Orthopedics
•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David Romness, M.D.
• OrthoVirginia Inc
• Fellow,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Michael Mont, M.D.
• Cleveland Clinic
• Chairman for th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leveland Clinic

Javad Parvizi, M.D.
• Rothman Institute
• Board  Certified Orthopaedic Surgeon

Paul Robbins, Ph.D.
• Scripps Research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Molecular 
   Genetics and Biochemistry, 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Medicine

Philip Conaghan, M.D.
• University of Leeds
• Chair of the Arthritis Research UK Osteoarthritis 
   and Crystal Disorders Clinical Studies Group
• Co-executive Lead of the International Outcomes 
   Group OMERACT

Christopher Evans, Ph.D.
• Mayo Clinic
• Chair, Editorial Advisory Board, Journal 
   of Orthopaedic Research

Myung Chul Lee, M.D., Ph.D 
• 서울대 의과대학
•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Sheldon Suton Lin, M.D.
• Rutgers 의과대학
• Bone Marrow upon Orthopedic 
   Biocomposite 연구

Hyun Bae, M.D.
• Spine Institute
• National Leader in Minimally Invasive Surgery,   
   Motion Preservation Technology, Artificial Disc 
   Replacement and Non-Fusion Technologies

Scientific Advisory Board Clinical Advisor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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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관절염 정의

관절 내 연골 손상 및 염증기전 악순환에 의해 발생하는 관절염

< 골관절염 관절 구조 >
출처� GlobalData
주1) 세계보건기구(WHO), OARSI-FDA 정의 인용

정의1

연령

원인

부위

증상

치료약물

골관절염은 통증 및 기능성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육체 및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는 질환으로, 만성적 염증 기전의 

악순환에 의해 발생

45세 이상

염증, 관절조직 손상, 골조직 손상, 외상

무릎, 어깨, 손가락 및 고관절 등

통증, 기능 저하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히알루론산

(처방 환자 중 50% 이상이 기존 치료법에 불만족)

골관절염 개요

관절조직 전반 염증기전 

연골 손상

활막의 염증

돌출된 뼈 (골극)

연골하골조직 염증

11Investor Relatio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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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관절염의 Unmet Medical Needs 

기존약물과 수술 사이 치료법 부재로 Treatment Gap 존재 

약간의 통증
보행 지장없음

관절 협착 시작
경사진 곳에서 통증

관절 협착 심화
평지에서 통증 

관절 완전 협착
상시 심한 통증

K&L Grade1

환자비율 20%

1~2년

진통 소염제 스테로이드, 히알루론산 수술

65%

3~7년

15%

8~10년유병기간

치 료 법

출처� GlobalData, L.E.K Report
주1) K&L Grade (Kellgren & Lawrence Grade)� 골관절염 증상 진행 정도 

• 일시적 통증 완화 (잦은 투여)
• 원인 치료 불가 (골관절염 진행 지속)
• 약물 부작용 (위장장애, 심혈관 및 신장 부작용)

• 심한 중증도 환자 대상 (최후의 보루)
• 높은 수술 및 재활 비용
• 오랜 재활기간
• 일정 기간 후 재수술 필요 (재치환술)

Unmet Medical Needs

골관절염 환자 처방

Treatment Gap

G
rade 1

G
rade 2

G
rade 3

G
rad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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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조개선③ 염증제거② M2 대식세포 분화

3. INVOSSATM 란?

INVOSSATM,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① 면역세포 모집

관절의 염증반응 악순환 지속

내재면역반응

염증성 
Cytokine 분비

세포손상

염증성 
Cytokine 분비

세포손상

ECM 분열내재면역반응ECM1분열

악순환 고리 차단

주1) ECM (Extracellular Matrix)� 연골기질분자

INVOSSA™ 소개 INVOSSA™ 작용 기전

동종세포
세포 배양

연골세포

정상 연골세포 형질 전환 연골세포

레트로 바이러스 전달체 
활용 TGF-β1 유전자 도입

hChonJ hChonJb#7

골관절염 INVOSSA™ 치료

통증, 
관절구조, 
기능악화

IL-1, TNF-α
(연골세포 분화 
능력 감소)

항염효과
구조 개선
기능 개선

단핵백혈구

면역세포 유인

구조개선

염증 제거

①

단핵백혈구

연골전구세포 
유인

M2 
대식세포
분화

M1 대식세포
(염증 유발)

연골세포
형질 전환 연골세포
TGF-β1
IL-10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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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et Medical Needs 충족 및 높은 시장성 보유

4. INVOSSATM의 차별화된 경쟁력

뛰어난 약효 및 안전성 (Efficacy and Safety) 우수한 상업성 (Marketability)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lobalData

통증 완화 및 기능성 개선 Unmet Medical Needs 충족질병진행지연 First in Class

골관절염의 근본적 증상인 
통증 및 기능저하를 완화시킴

환자 및 의사에게 새로운 
치료법 제공

골관절염 진행 및 수술시기를 
획기적으로 지연

글로벌 혁신 의약품으로 
시장 선점효과

INVOSSA™ 경쟁력

높은 시장 잠재력

2030년 노령인구 
14억명 전망

대량생산 가능

동종세포를 활용한 
대량생산 용이

안전성

임상 중 특별히 발견된 
약물관련 부작용 없음

Quality of Life

수술없이 단회투여로 
환자 삶의 질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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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완화, 기능 개선 통계적 유효성 확보(2년이상) 및 관절 구조 개선 트렌드 확인

5. 골관절염 치료제 현황

구분 히알루론산 INVOSSATM 줄기세포치료제 인공관절치환술

특징 간단한 주사치료 단회주사로 2년 이상 효과 유지 연골 결손 환자 대상 중증 관절염 환자의 최종 옵션

적용대상 환자 K&L Grade 1 ~ 3 K&L Grade 2 ~ 3 ICRS Grade 4 K&L Grade 4

수술여부 불필요 불필요 필수 필수

입원기간 불필요 불필요 2주 2주

수술지연효과 없음
질병의 진행을 늦추어
수술 지연효과 있음

수술 및 오랜 재활기간 필요 수술 및 오랜 재활기간 필요

나이제한 없음 없음 없음 65세 이상 권고

치료후관리 제한없음 제한없음 3개월 목발 재활운동 권고

효과지속
예상기간

수개월 ~ 수년
(6개월 마다 보충)

2년이상 치료효과 입증 수개월 ~ 수년 15 ~ 20년

골관절염
원인치료

불가능 가능 미세천공술을 병용하여 치료 불가능

INVOSSATM 와 기존 골관절염 치료제 비교

출처� 당사 제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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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

6.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전망

출처� EvaluatePharma, Gilead   

순위  품목 주요 적응증 제조사
매 출

($Million)

1 휴미라 류마티스관절염 AbbVie 16,515

2 엔브렐 류마티스관절염 Amgen/Pfizer 9,248

3 하보니 C형 간염 Gilead 9,081

4 레미케이드 류마티스관절염 J&J/MSD 8,070

5 리툭산/압텔라 류마티스관절염 Roche 7,482

6 레블리미드 다발골수종 Celgene 6,974

7 아바스틴 직결장암/유방암 Roche 6,885

8 허셉틴 유방암 Roche 6,884

9 란투스 당뇨 Sanofi 6,410

10 프리베나13 폐렴백신 Pfizer 6,034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전망 2016년 글로벌 TOP 10 전문의약품 매출 

구분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수1 ㅉ

시장규모1

현재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바이오 의약품의 
부재로 저렴한 진통제 위주로 시장 형성

주1) 2014년, 주요7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일본) 기준
출처� GlobalData, Evaluate Pharma, LEK Report

1억 1,084 만명

$ 3,582 Million $ 15,064 Million

749 만명

4.2배

14.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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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임상 2상 및 한국 임상 3상 결과
2. 미국 임상 3상 Protocol
3. 미국 임상 3상 Timeline
4. 글로벌 네트워크

Phase Ⅲ Clinical Trial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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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2상 결과, 2년간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

1. 미국 임상 2상 및 한국 임상 3상 결과 ①

주1) VAS (Visual Analog Scale)� 통증의 강도를 측정하는 평가 지표
주2) IKDC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골관절염 분야의 운동성 및 기능성 평가 지표
주3) OMERACT-OARSI (Outcome Measures in Rheumatology)� 증상개선 반응률 평가

    INVOSSA 투여군 내 P-value<0.05

VAS Score Change

VAS1 Score Change

IKDC Score Change

IKDC2 Score Change

OMERACT-OARSI Response Rate(%) 

OMERACT-OARSI3 Response Rate(%) 

6M0M

0M

0M

0M

6M

12M

6M

12M

70

86

52

77

52

84

45

9M1M

3M

1M

3M

9M

18M

9M

18M

12M3M

6M

3M

6M

-22.7

-37.1

-14.1
-17.2

-22.3 -23.4 -24.5 2.5
5.4

6.9 7.5
5.0

-35.5
-39.7 -39.7

-34.4

-27.0 -24.3 -23.0 -23.3

0.0

0.0

22.9

12.6 12.1
9.9

4.8
7.8

20.3

23.3
20.6 22.0

12M

24M

12M

24M

INVOSSA-K

INVOSSATM

INVOSSA-K

INVOSSATM

INVOSSA-K

INVOSSATM

위약군

위약군

위약군

위약군

위약군

위약군

6M

52

86

47
56

81

56

88

12M 18M 24M

미국 임상 2상 통증 및 기능성 평가 결과

한국 임상 3상 통증 및 기능성 평가 결과

0.0

-12.7 -12.8
-14.6 -13.3

8.6

4.9

0.0

12.9 13.3
15.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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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내 구조적 개선 및 골관절염 진행도 감소 트렌드 확인 

1. 미국 임상 2상 및 한국 임상 3상 결과 ②

▶ 연골의 부분 결손 3개월째까지 관찰되지만, 12개월째에는 구조적 개선 확인

주1) WORMS (Whole Organ MRI Score)� 전체 조직체계 MRI 평가지표 

INVOSSATM INVOSSATM
30% 5%

40% 15%

50% 25%

위약군 위약군

연골결손 부위 구조적 개선 사례

미국 임상 2상 MRI WORMS1 결과

34.8%
9.6%

47.9% 21.1%

연골구조 악화 활막 염증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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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내 구조적 개선 및 골관절염 진행도 감소 트렌드 확인 

1. 미국 임상 2상 및 한국 임상 3상 결과 ③

주1) Liquid Biomarkers� 혈액 및 소변 등을 이용한 생화학적 분석 지표

한국 임상 3상 MRI WORMS 결과 한국 임상 3상 Liquid Biomarkers1 결과

골수부종 골극

연골 결손 단면적 연골 결손 두께 뼈 분해 산물

연골 분해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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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유의성 확보 가능한 미국 임상 3상 Protocol

2. 미국 임상 3상 Protocol

구분 미국 한국

임 상 구 조 무작위,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다기관

임 상 기 관 미국 내 70개 사이트 한국 내 12개 사이트

환  자  수 1,020 명 159 명

K&L Grade Grade 2 또는 3 Grade 3

치  료  군 INVOSSATM� 680명 / 위약� 340명 INVOSSA-K� 78명 / 위약� 81명

관 찰 기 간 24개월 12개월

평가변수

주 평가변수 VAS, WOMAC1 IKDC, VAS

부 평가변수
X-Ray (JSW2), IKDC

(MRI, Liquid Biomarkers)4 WOMAC, KOOS3, MRI, X-Ray (JSW), Biomarkers

Claim Range 주 평가변수, 부 평가변수 주 평가변수

주1)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관절염 환자의 통증, 관절의 강직도 및 기능성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평가지수
주2) JSW (Joint Space Width)� 관절 공간의 폭, 관절 구조적개선 평가지표
주3) KOOS� 무릎부상•변형성관절증 평가
주4) MRI, Liquid Biomarker� 2차 Protocol 제출 시 부 평가변수 삽입 예정, 기존 SPA에 부 평가변수로 변경 예정

미국과 한국 임상 Protocol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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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임상 완료 및 2023년 INVOSSA™ 출시

3. 미국 임상 3상 Timeline

주1) SPA (Special Protocol Assessment)� 특정시험계획 평가, 사전에 FDA와 합의된 효능기준으로 허가 절차 진행
주2) BLA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s)� 생물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임상2상 완료

임상3상에 대한
SPA1 획득

임상용 의약품 생산

환자 투약
및 추적 관찰

BLA2 신청
및 승인

INVOSSATM 출시

2014.11

2015.05

2017.2H 

2018.1H 

2021.2H

2023

NOVEL PARADIGM FOR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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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성공을 위한 강력한 Global Partnership 구축

4. 글로벌 네트워크

Manufacturing Clinical Operation Clinical Sites Global Clinical Trials

Lonza 등 Global 전문 CMO를 
통한 생산 진행

Parexel 등 Top Class CRO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임상 진행

주요 거점병원 70여개를 통한 
임상진행 예정

지역별 전략적 Partnership 체제 구축

CRO

Biomarker

Database

MRI /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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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MOAD
      1-1) DMOAD 정의
      1-2) DMOAD Label 획득 자신감
      1-3) Game-Changing Potential

2. Additional Plan
      2-1) 글로벌 마켓 진출 계획
      2-2) 적응증 확장

Growth Potential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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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의 원인을 치료하는 근본적 치료제

1-1) DMOAD 정의

• DMOAD� Disease Modifying Osteoarthritis Drugs

• 관절 조직의 구조적 개선 또는 질병 진행 억제를 통하여 임상증세를 개선 
   (통증완화, 기능성 개선) 하는 골관절염 치료제

• 기존 골관절염 치료제의 대체 뿐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을 지연 시킬 수 있는 혁신적 
   치료제로서 높은 시장 잠재력 보유

구분 증상의 치료 구조적 진행의 억제

내용

• 통증
   - VAS

• 통증, 기능성, 강도
   - WOMAC

• Radiographic JSN1

< FDA Guidelines >

미국 임상3상에서
DMOAD 입증

JSN, MRI, Liquid Biomarker

DMOAD 란?

주1) JSN (Joint Space Narrowing)�  관절간격의 축소

활막 염증

연골 손상

골극 생성

연골하골조직 염증

골관절염 원인

환자 증상

DMOAD Range

활막 염증 완화

연골 재생

골극 생성 제어

연골하골조직 염증 완화

VAS

WOMAC

통증

기능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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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한국 임상을 통한 DMOAD 가능성 확인

1-2) DMOAD Label 획득 자신감 ①

주1) Wilcoxon Test�  비모수 통계검정
주2)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필요 환자수 (P-value<0.05)

주3) INVOSSA-K� 59명 기준, 위약군� 53명 기준

INVOSSA-K

0명

5명

위약군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한 필요 환자 수 충족 한국 임상 3상 대상자 중 2년 이내 수술 환자수3

구  분
Wilcoxon Test1 (12 개월)

항목 환자 수2

미국 2상

연골 구조 120

활막염 126

한국 3상

JSW (X-ray) 776

연골결손 (두께) 528

연골결손 (면적) 576

골극 696

CTX-I 770

CTX-II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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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기간 및 대상 환자를 차별화한 임상 설계

1-2) DMOAD Label 획득 자신감 ②

충분한 통계적 데이터

임상환자
확대

vs 한국 3상 
159명

vs 한국 3상 
12개월

vs 한국 3상
K&L Grade 3 

680명
INVOSSATM 투여군

관찰기간

K&L Grade

340명
위약군

구조개선 확인 
용이한 환자

검증 과정
질적 향상

구조개선 
관찰기간 연장

타겟 환자 최적화

충분한 검증 기간

최적의 검증기술 도입

미국 임상 3상 Protocol Highlight

차별화된 
임상 설계로

DMOAD 확신

1,020명 24개월

• 표준화된 검증기술

• Qualified Vendo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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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IH 멤버 참여를 통해 DMOAD 지표 재정립을 위한 활동 수행

1-2) DMOAD Label 획득 자신감 ③

FNIH1 OA Biomarker Consortium

FNIH OA Biomarker Consortium 멤버로 
DMOAD 평가지표 개발에 참여 중

• 1999년 제정된 FDA OA Guideline 개정을 위한
  FDA와의 협업

• Liquid Biomarkers
• MRI & X-ray markers

• 2019년 신규 DMOAD 지표 적용 목표

임상 표적

측정기술
정교화

평가지표
확대

Background

Target

DMOAD Guideline 

TissueGene Scientific Advisory Board

Biomarker 
Consortium 

Cochair

Biomarkers 
Qualification 
Biostatistics

TissueGene ExecutivesDMOAD 지표 재정립

David Hunter, M.D.

Gurdyal Kalsi, M.D.
(Chief Medical Officer)

Virginia B. Kraus, M.D.

Anthony Orlando, Ph.D.
(Director of Biometrics)

주1) FNIH (Foundation for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국가보건기구재단 

무릎 조직 전체 타겟

MRI 

Liquid Biomarkers
(혈액, 소변)

X-Ray 이용
JSW 측정

연골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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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주목 받은 INVOSSATM의 우수성

1-3) Game-Changing Potential

• 기관� Maryland Stem Cell Research Fund 
• 과제명� INVOSSATM 임상 진행
• 지원금� $750,000
• 일시� ‘17.07

•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과제명�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 지원금� 23억원 
• 일시� ‘15.11

DMOAD Label 획득 시, 
INVOSSATM 잠재적 매출 상승

출처� L.E.K. Interviews and Analysis (Peak Revenue 기준)  

- Healthworld (2016.02.24) 기사 인용

GlobalData, INVOSSATM 우수성 평가 INVOSSATM의 미국시장 매출전망 (연간)

국내외 정부 및 기관의 적극적 지원

The osteoarthritis space will experience seismic changes over the 
next decade, as disease-modifying drugs are expected to launch for 
the first time into a market currently dominated by a host of generic 
pain-relieving treatment, according to an analyst with research and 

consulting firm GlobalData

“Game-Changing Drugs from... 
TissueGene Will Transform Future 

Osteoarthritis Market”, says GlobalData

의약품 승인 획득

$ 3.2 Billion  

DMOAD Label 획득

$ 5.4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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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업화 전략 수립 및 글로벌 기업과 활발한 사업 협의 진행

2-1) 글로벌 마켓 진출 계획

• 판매권 보유
• 전략적 Partnership 
• 글로벌 제약기업과 개발 협력 또는 
   마케팅 Partnership 협의 진행

• License Out 전략 수립
• 글로벌 전문 제약사와 
   유럽 진출 협의 진행

• 글로벌 제약사와 
   License Out 협의 진행

• 아시아 22개국 판매 독점권
• Royalty (2%), Sub License Fee (50%)

• Sub License, 일본 임상 및 판매 독점권
• Upfront, Milestone, Royalty

• 중국 내 제약사 및 글로벌 제약사와 
   제품/기술 리뷰 및 사업화 협의 진행

North America AsiaEurope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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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SSATM Platform을 이용한 적응증 확장

2-2) 적응증 확장 

구 분 연구개발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BLA 신청

골관
절염

무릎

손

고관절

근골
격계
질환

류마티스

반월판

추간 
디스크

동물의약품

연구개발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허가신청

골관절염

고관절

손

근골격계 질환 

동물 의약품

무릎

무릎

추간디스크

반월판

류마티스 



32

NOVEL PARADIGM FOR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Investor Relations 2017

Vision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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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Quality of Life 향상을 선도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문기업

바이오 신약부문
임상경험 및 데이터 축적

Cell & Gene Therapy 부문
독보적 R&D 노하우

글로벌생산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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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증권(DR)수 지분율

최대주주 등 37,966,000 62.8%

소액주주  9,444,980 15.6%

기타주주 5,375,855 8.9%

공모주주 7,500,000 12.4%

주관사 의무인수 156,250 0.3%

합 계 60,443,085  100.0%

공모주식 종류 증권예탁증권 (DR)

공모 주식수  7,500,000 DR

배정 비율 (예정)
기관투자자� 80%

일반투자자� 20%

공모 희망가액 16,000 ~ 27,000 원

공모 예정금액 1,200 ~ 2,025 억원

수요예측일 2017년 10월 17일 ~ 18일

청약예정일 2017년 10월 23일 ~ 24일

납입예정일 2017년 10월 26일

매매개시예정일 2017년 11월 6일 (예정)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1. IPO Information

공모에 관한사항 주주현황

※ 상기 지분율은 금번에 상장되는 보통주에 대한 DR수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금번에 상장되지 않는 우선주 C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음 

※ 상기 보호예수 대상자 이외에 우선주 C를 보유한 수출입은행도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함

구  분 증권(DR)수 지분율 기간

최대주주 등 의무보호예수 37,966,000 62.8% 1년

전문투자자 100,000 0.2% 1개월

합 계 38,066,000 63.0%

보호예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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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 2015 2016 2017.1H

유 동 자 산 6,315 6,841 24,144 9,429

비 유 동 자 산 1,250 3,750 18,080 27,006

자 산 총 계 7,565 10,591 42,224 36,435

유 동 부 채 312 432 3,078 2,996

비 유 동 부 채 33 8,371 17,527 16,698

부 채 총 계 345 8,803 20,605 19,694

자 본 금 78 84 87 3

자 본 잉 여 금 66,692 71,674 86,068 81,339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1) (1) (1) (1)

결 손 금 (59,549) (69,968) (64,535) (64,600)

자 본 총 계 7,220 1,789 21,619 16,741

구  분 2014 2015 2016 2017.1H

영 업 수 익 - 310 13,295 -

영 업 비 용 6,984 6,401 7,290 3,284

영 업 이 익 (6,984) (6,091) 6,005 (3,284)

기 타 수 익 - - 38 -

기 타 비 용 - (36) (91) (186)

금 융 수 익 1 1 3 2

금 융 원 가 - (125) (497) (285)

법인세차감전
순 이 익 (6,983) (6,251) 5,458 (3,753)

법 인 세 수 익 - - 1,852 -

당 기 순 이 익 (6,983) (6,251) 7,310 (3,753)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2. 요약 재무제표 _ 별도기준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 원화 환산시 재무상태표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 기말 환율, 손익계산서의 경우 각 사업년도별 평균환율 적용
※ 2014년 손익계산서는 US-GAAP기준, 나머지 연도 및 재무상태표는 K-IFRS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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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에서 임상, 사업화까지 최적화된 조직 구성

3. 조직 구성

프로젝트팀

생산팀

QA팀

R&D팀

BD팀

BioMetrics팀 

Regulatory 팀

임상팀

지원팀

H&B 사업팀

• INVOSSA™ 생산/임상 Project 일정 관리, Communication 및 회의체 운영
• 주요 Vendor 및 주요 계약관계 관리

• 임상시료 관리� CMO (생산외주업체) 관리 및 Logistics 관리
• 사업화를 위한 장단기 제품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계획 및 확보

• Quality Control� CMO, CRO 및 임상Site 등 주요업체 Audit 등 및 내부 
  Quality System 구축

• INVOSSA™ 개발 R&D 지원 및 추가파이프라인 개발
• INVOSSA™ 대량생산체제 구축 지원 및 QbD System 개발

• INVOSSA™ Global Partnership 구축
• US, EU 시장 사업화 사전 Activities

• 임상시험계획서 통계분석법 작성, 임상결과 Database 관리 및 통계분석

• 임상관련 Document Package 작성, 인허가 관련 요구사항 확인 및 해결

• INVOSSA™ 임상 진행 (임상3상, 2 Studies), Long-term Study 관리
• CRO 업체 및 임상 Sites 관리

• 인사, 재무, IR (공시), 회계, 총무, IT 등 지원 부문 활동
• 주주, 이사회 및 각종 회의체 관리 및 Communication

• W-store 사업 진행 및 온라인몰 운영
• 홍콩 및 해외시장에서의 더마코스메틱 사업 관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G. Counsel

R&D본부

사업본부

임상본부

경영지원본부

한국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