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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바이옴



,







• 대상 환자군: 고형암

• 투여: GEN001 + Avelumab (병용)

• 대상 환자군: 위암

• 투여: GEN001 + Avelumab (병용)

• 배경: 

✓ PD-L1 바이오 마커 → 면역항암제
반응에 중요

✓ 1차 치료제로 면역항암제와
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 승인

병용 투여에 대한 안전성, 내약성 확인
→ RP2D 확정

PD-L1 양성 위암 환자군

(면역항암제 非투여 & 투여)

→ 새로운 3차 치료 옵션 탐색

담도암 환자군

(면역항암제 非투여 & 투여)

→ 새로운 2차 치료 옵션 탐색

주요 개발 전략 및 의의

STUDY 101 (임상 1/1b)

STUDY 201 (임상 2)

STUDY 202 (임상 2)

• 대상 환자군: 담도암

• 투여:

✓ GEN001 + Pembrolizumab (병용) 

✓ GEN-001 + Pembrolizumab + mFOLFOX(병용)

• 배경:

✓ 지난 10년간 기존 항암 화학요법 外 다른
치료 옵션대안 無

✓ 1차 치료제로 면역항암제와 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 승인ㅊ







2) 신규타깃 면역항암제









Business Strategy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글로벌 선두 그룹”

신규 타깃
면역항암제

“글로벌 빅파마 라이센싱”

마이크로바이옴
CDMO

“Market Share Top 3”

Global

Big P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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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 및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



1) GEN-001 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및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











1st line of therapy
Platinum containing 

Chemotherapy

2nd line of therapy

Ramucirumab 

+ 

Paclitaxel

3rd line of therapy TAS-102

Nivolumab 

+ Chemotherapy

(CheckMate-649)

Pembrolizumab 

+ Trastuzumab + Chemotherapy

(KEYNOTE-811)

Ramucirumab + Paclitaxel

(RAINBOW)

Fam-trastuzumab deruxtecan-nxki

(DESTINY-Gastric01)

TAS-102

MSI-H or dMMR

Pembrolizumab

(MSI-H Trials)

TMB-H

Pembrolizumab

(KEYNOTE-158)

HER2 negative HER2 positive



Regardless of previous 

IO treatments, PD-L1+ 

GC/GEJ with disease 

progression after 2 or the 

beyond prior therapy

(n=42)

Initially 21 pts to be enrolled Continuous 21 pts to be enrolled

① Interim analysis will be performed

when initially enrolled 21 patients

have response assessment

available.

② The stopping criterion is that there is >95%

chance that the ORR per RECIST of GEN-

001 in combination with avelumab is <5% (If

≤1 patient experience CR or PR) by the

Investigator among 21 patients.

① Final analysis will be performed In

total 42 patients.

② The primary end-point is that there

is >95% chance that the ORR per

RECIST of GEN-001 in combination

with avelumab is >18% (If ≥5 patient

experience CR or PR) by Central

review among 42 patients.

Exploring 3rd line of therapy

GEN-001 + Bavencio®Base
Lonsurf®  : 

ORR 4% in Phase 3 

TAGS trial

Upper
Keytruda®  : 

ORR 16.4% in Phase 2 

KEYNOTE 059 trial

Regardless of previous IO treatment 



Screened Screen Failed In screening Enrolled

26 5

• 01 site: 2

• 02 site: 2 

• 03 site: 1

2

• 01 site: 2

21 

• 01 site: 4 

• 02 site: 7

• 03 site: 2

• 04 site: 5

• 05 site: 3

•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음

• 대상 사이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총 5개 사이트)

• 첫 환자 투약 시기: 2022년 4월

• 주요 평가지표

1차 평가지표(primary endpoint): 객관적 반응률(ORR)

2차 평가지표(secondary endpoint): 안전성, 무질병진행 및 생존율



Durvalumab + Gemcitabine + Cisplatin

(TOPAZ-1)

No global standard-of-care, but 

the option of physician’s choice can 

be mFOLFOX (ABC-06).

1st line of therapy

Gem + Cis or Oxaliplatin

remains the standard-of-

care with ORR of 26.1%,

median PFS of 8.0

months and median OS

of 11.7 months*

(화학항암제 병용 투여)

2nd line of therapy

No global standard-of-

care. With mFOLFOX,

ORR is 5% and median

PFS is 4.0 months**

Biomarker negative Biomarker positive

IDH1 mutation

Ivosidenib

(ClarIDHy)

FGFR 

rearrangement

Pemigatinib

(FIGHT-202)

Infigratinib

(Phase 2)



GEN-001 + Keytruda®Base
mFOLFOX : 

ORR 5% in Phase 3 

ABC-06 trial

Upper
Keytruda®  : 

ORR 13% in Phase 2 

KEYNOTE 028 trial

GEN-001 9 x 1011 CFU QD

Pembrolizumab 200 mg Q3W

Safety run-in phase (n=6~12)

GEN-001 9 x 1011 CFU QD

Stage 1

n=18

Stage 2

n=14

n=18

Cohort 1: 

IO-naÏve

Cohort 2: 

IO-treated

Main study phase (n=up to 50)

RP2D
(GEN-001 권장2상 용량)

DLT

GEN-001 + Pembrolizumab



• 2022년 11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음

• 주요 내용

1) 대상 사이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총 8개 사이트) 

2) 환자군: ①1가지 또는 2가지 이전 표준 요법 후 진행을 보였으며 ② 기타 다른 표준 요법의 후보가 아닌 진행성 불응성

담도암 환자를 대상

3) 첫 환자 투약 예상 시기: 2023년 1H 

4) 1차 평가지표(primary endpoint): 용량 제한 독성 (안전성 도입 단계), 항종양 활성 평가 (주 임상시험 단계)

5) 2차 평가지표(secondary endpoint): 안전성, 무질병진행, 및 생존율



Project
2021 2022 2023 2024 2025

Q1 Q2 Q3 Q4 Q1 Q2 Q3 Q4 1H 2H 1H 2H 1H 2H

STUDY 101
(Phase 1/1b)

STUDY 201
(Phase 2, 위암)

STUDY 202
(Phase 2, 담도암)

CSR 수령

Interim 

Analysis

Phase 2

FPI

Interim 

Analysis

The key milestone in 

Phase 1 trial

안전성 및
RP2D(투여용량) 확정

[GEN-001 with Bavencio®

& Keytruda® ] in Phase 2 

trials

GEN-001 효능입증 기반
치료제 개발 가속화

2차
CTCSA

(2021.03)

Phase 1

CTCSA

(2022.03)

Phase 2

FPI CSR 수령

Phase 1

CSR 수령
1차

CTCSA

(2019.12)

Phase 2

IND 승인

Phase 2

IND 승인

RP2D

확정



2) SB-121 뇌질환 마이크로바이옴
및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







Autistic Spectrum Disorder 자폐증 치료 : 현재까지 승인받은 신약 없음

우울증 치료제
(antidepressants)

정신병 치료제
(antipsychotics)

ADHD 치료제
(psychostimulants)

• 자폐증상을줄이고발달과학습을도움으로써아이의기능을최대화하기

위해다음과같은치료를시행

1)  행동치료

2)  언어치료

3)  특수교육

4)  약물치료

증인

말아톤

그것만이 내세상









• 임상 1상 주요 내용

1) 1차 평가지표(primary endpoint): 안전성 및 내약성

2) 2차 평가지표(secondary endpoint): 혈중 옥시토신 레벨 및 자폐 증상 효과 탐색

SB-121 (4주 투여)

위약 (4주 투여)

SB-121 (4주 투여)

위약 (4주 투여)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5-45세
자폐증
(N=15)

Period 1

(n=7)

Period 2

(n=8)

휴약기
(2주)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 Analysis

Treatment difference (mean ± SEM)

0.148

0.256

0.256Daily Living Skills Score

Socialization Domain Score

Adaptive Behavior Composite Score

P value

Favours SB-121Favours placebo



초기 데이터 확보 임상시험 종료 약자: FIH, first in human;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PoC, proof of concept

IND to FDA

IND to FDA

Phase 1, FIH study

Phase 2, PoC study

Phase 1b,

단회투여
Phase 2a,

2주 반복투여





3) GENA-104 신규타깃 면역항암제
및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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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
및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



Market Landscape

• 세포치료제 및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같은 새로운 modality의 경우 위탁
생산업체(CDMO) 의존도 높음

•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은 메이저
시장, 특히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 중

• 다양한 균주개발 및 후기 개발/상업화를
위한 ‘One-stop’ CDMO 업체 부재

• 다양한 균주 생산 경험치 (호기성/혐기성)

• US FDA cGMP 수준 품질 관리 시스템

• 지리적 입지

• 대량 생산 능력

• End-to-End (원료~완제의약품) 솔루션
구축

• (생산규모) 글로벌 Top 3 마이크로바이옴
CDMO 선도기업 목표

• 후기 개발/상업화 수요충족을 위한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

• 핵심 노하우 확보 위해 기존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CDMO(List Labs) M&A

Key Success Factor Implementation Plan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성장에 따른
CDMO 생산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전망

Key Success Factor 확보 위한
생산기술/경험+자본력+사업비전 요구

M&A 및 생산설비 증축을 통한 최상위
마이크로바이옴 CDMO 경쟁력 확보



List Labs는 미국 산호세에 위치해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 및 톡신(Toxin)관련

생산 노하우를 보유한 45년 업력의 CDMO 전문 기업임

설립연도 1978

위치 Campbell, California

주요사업

• LBP CDMO

• Toxin CDMO

• Product sales from >100 

bacterial toxin and products

규모
26,921ft2 

(757 py/2501 m2)

인증여부 US FDA cGMP

직원 수
(2021년 12월 기준)

38

年매출
(2021년)

USD 10.1M

위치 외관 회사개요

거리
• 샌프란시스코 공항 (37 miles; 38min)

• 산호세 공항 (10 miles; 15min)



▪ 토지: 17.59 acres (약 21,533평) 토지 소유권 무상 이전

→ 약 US >$4M의 자본 가치 (최대 100,000L 생산제조 가능 추가 생산동 건축 부지 여유)

▪ 재산세 경감: 생산 설비/장비 구매 후 최초 15년 동안 재산세 50% 경감

→ 약 US >$4M의 자본 가치

▪ 직원 급여 보조금: 新공장 직원 채용 시점부터 10년 동안 IEDC(Indiana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으로부터 tax credit 등 지원

→ 직원 연봉의 약 20% 자본 가치

▪ 기타: 생산설비/장비 구매에 대한 주정부 세금 감면, 다양한 주정부 소득세 공제, 공장 infra/제반 시설 지원

미국 인디애나주 Fishers 市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건설 中



Company A Company B Company C Company D Company E

Location 

/ Regulation

오세아니아 / 

TGA

유럽 / 

EU GMP

유럽 / 

EU GMP

유럽 / 

EU GMP

미국 / 

FDA GMP

미국 / 

FDA GMP

Product LBP, Antibody drug LBP
LBP, Antibody drug, 

Vaccine
LBP

LBP, Toxin/

Select agent
LBP

Capacity2

(추정) 500L 3,650L 1,750L 100L 100L 750L

Development

Coverage
Phase 1, 2 Phase 1, 2, 3 Phase 1, 2 Phase 1 Phase 1 Phase 1

1. 57% of the microbiome studies (>170 clinical studies and 17,000 enrolled patients) are being conducted in the US followed by EU (25%) | 2. Genome & Co analysis

주요 6개 선도업체들이 현재 초기 개발 단계에 집중 되어 있는 글로벌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선도업체들은 바이오텍과의 더 많은 파트너십 기회가 있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위치1

▪ 현 시점에서 주요 업체들은 대량 생산(임상 3상 또는 상업화)을 위한 설비 및 다양한 종류의 균주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임상물질 생산 수요는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상시료 및 상업화 물질

생산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CDMO 시장은 2024년 Min. US$1,031M – Max. $1,201M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임상 3상 파이프라인 및 상업화 물질 수요 증가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마이크로바이옴 CDMO 시장 규모는 min. 733% -

Max. 854% 성장 예상함
Microbiome Pipelines

(Y2020 n=107)

Phase 2

(15)
Phase 3

(2)

Phase 1

(19)

Preclinical 

(48)

Discovery

(23)

Yr 2024

Marketed

(2)

Phase 3

(28)

Phase 2

(48)

Phase 1

(23)

Yr 2020

• 21 companies with Phase 3 pipelines in 2024
- Axial Biotherapeutics Inc

- Azitra Inc

- Biomlogic

- DermBiont Inc

- Dianomi

- Enterome Bioscience SA

- Finch Therapeutics Group

- Galenus Therapeutics Inc

- Genome & Co

- ISOThrive Inc

- KoBioLabs Inc

- LNC Therapeutics SA

- Novime

- Matrisys Bioscience Inc

- MetaboGen AB

- New Biotic Inc

- Osel Inc

- Ritter Pharmaceuticals

- Scioto Biosciences

- SFA Therapeutics LLC

- Synthetic Biologics Inc

Source: Genome & Co analysis

347 

batches

397 

batches

• No. of clinical stage pipeline to increase from 36 (2020) to 99 (2024)

→ 2020) Phase 1: 19, Phase 2: 15, Phase 3: 2 | 2024) Phase 1: 23, Phase 2: 48, Phase 3: 28

• CDMO penetration yield: 52%-65%

• COGS for Microbiome pharmaceuticals: 20%

 -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20 2024F 2024F (Best)

M
 U

S
D

Microbiome CDMO Market Forecast

Phase 1 Phase 2 Phase 3 Commercial



마이크로바이옴 개발수요는 마이크로바이옴 CDMO 업체들의 생산 Capa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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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Demand

9.0% 

under supply

44% 

under supply

Source: Genome & Co. projection 

53% 

under supply

▪ 2020년 마이크로바이옴 수요 대비 생산공급이 부족했고, 주요 CDMO 업체들의 생산시설 증설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이러한 공급부족은 더욱 심화될 전망

▪ 공급 부족 현상은 2020년 -9.0%에서 2024년 Min. -44.0%에서 Max. -53.0%로 심화 예상



Design and Engineering Construction

• 마이크로바이옴 생산설비 설계/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행 경험
- Arranta Bio) BSL2+ standard spore-forming  미생물기반 의약품 생산
시설
- Seres, Evelo) In-house pilot scale 생산시설

• 의약품 제조회사 설계/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행 실적:

- 모더나) mRNA 임상물질 생산시설
- ElevateBio)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시설
- 사노피 젠자임) 30,000L 세포배양 치료제 생산시설
- 사노피, Abbvie 등) 생산설비 감리 서비스

(Commissioning, qualification, validation)

• 연구/생산 시설, 창고, 오피스 건물 시공 전문

• 인디애나州 Catalent社 제조설비 증설 프로젝트 수행

• 인디애나 대학 Neuroscience Center 시공

공장 건축을 위한 설계/엔지니어링 및 시공 업체 선정 완료



법인명: List Biotherapeutics, Inc

미국 법인에 관리/운영 핵심인력을 현지 배치(주재/파견)하고, 지놈앤컴퍼니(본사)와 상호 관리체제 구축

직 책 President/CEO SVP, Microbial Manufacturing
Director, Microbial 

Manufacturing

소 속 List Biotherapeutics Genome & Co. Genome & Co.

R&R 미국 법인 경영/운영전반
新공장 건축/운영 전반 및 설계/건축

감독
新공장 건축/생산 기획

성 명

조용완 대표 백종민 전무 배기덕 실장

주 요
경 력

• L&P Cosmetics, CFO, 

이사회, 재무전략 담당

• Apple, iPhone 판매&재무

시니어 애널리스트

• Bain & Company, 

컨슈머&리테일 분야

컨설턴트

• Lemonex Inc., Chief 

Manufacturing Officer

• 한미약품, QA 담당 임원

• MSD 아태지역 품질관리 담당

임원

• MSD 한국공장 품질보증 책임자

• Genome & Co, 미생물실, 실장

• 메디톡스, 미생물 생산 시니어

엔지니어

• CJ 제일제당, 미생물 생산, 선임

연구원

• 녹십자, 품질관리, 연구원

학 력

• M.B.A, Stanford Business 

School

• CFA, CPA, FRM

• 서울대학교 학사

• 전남대학교 학사, 화학 공학
• 서울대학교 석사, 미생물학 & 

생태학

서영진
CEO

김상균
CFO, 경영관리그룹장

배지수
CEO

유성열
사업개발그룹장



2024년 완공 후 cGMP 배치 생산 개시

구 분
2021 2022 2023 2024

Sep Oct Nov Dec Jan Feb Mar 2Q 3Q 4Q 1Q 2Q 3Q 4Q 1H 2H

설계

사업 타당성 분석

기초 설계

시공 설계

생산설비

선정 장비 및 설비 평가

장비 및 설비 제작

장비 및 설비 입고

토목 건축

기초공사

건축 전반

건축 후반

GMP
적격성 평가

품목별 밸리데이션



Research

Drug Development 

Drug Substances/Product 

Manufacturing 

Formulation/Packaging
Solids

(capsules, tablets)

Sterile 

Liquids
(vials, ampules)

Semisolids &

Non-sterile Liquids
(ointment)

지놈앤컴퍼니 신약개발 & 상업화 전략

V
e
rt

ic
a
l 
in

te
g
ra

ti
o
n

Horizontal integration

GEN-001 SB-121 GEN-501

Vaginal Tablet 

& 

Applicator

GEN-004

[List Labs] 과 [List Bio] 의 시너지

(1) 초기개발단계에서 후기임상/상업화 생산까지 커버

(2) 상업화 생산 수요에 대한 수주

TBD; DP 제형 확장 전략
Phase 3 & 

Commercial

Phase 1 & 2

Process 

Development

New Facility

New Facility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넘어 생산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수직적 · 수평적 통합 달성



Thank you

지놈앤컴퍼니 (gnc-ir@genome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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