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체 기반 토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

[유전체 연구소]

• 클리닉: Cell Free DNA 액체생검, 유전체진단
• DTC: 유후(YouWho) 상품
• 기타 유전체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신약/건기식 사업
• 항암, 신경, 바이러스 타겟 신약 개발
• 신규 바이오신약 파이프 라인
• 건강기능식품, 제약업체

유통

유전체 Big Data 사업
• 유전체 빅Data 클라우드
• 인공지능기반 데이터 마이닝
• DNA 앱 플랫폼

[바이오 신약 연구소]

• 유전체 기반 생물신약 (Biologics) 연구 개발
• Genomics Drug Target Screening
• Drug Repurposing

의료장비/시약 사업
• 액체생검 진단키트
• COVID19 등 PCR 진단키트 제조
• PCR시약(중합효소)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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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진단키트/시약 기술

바이러스 치료제/백신 개발

인공육(배양육)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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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후 매년 2배 이상의 매출성장 지속

2013

2014

1.6억

2015

2016

2017

2018

2019

35,000%

2020/E

2021/E

2022/E

2023/E

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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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2년

2021년

2023년

Leading Technology Development
배양육 시제품 시현

BI기술 (유후 런칭)

액체생검상품
식약청 승인 진행

액체생검 조기진단 상용화
생물신약 임상파이프라인 구축

1,700억

1,000억

2,600억

지속 고성장

PCR진단키트 & 시약 등 검진기자재
유후 개인 맞춤형 유전체 동반 건강기능식품

기술 라이선스 아웃
- 액체생검
- 생물신약

Company Cash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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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NGS 검사

(Next Generation Sequencing)

COVID-19 IgM, IgG Test Kit

COVID-19 Real-time PCR Kit

(COIVD-19 항체 진단 키트)

•

•
•

항체진단키트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후에도 1) 완치자의 항체형성 여부, 2)
감기질환 유증상자의 COVID-19 감염
여부 판단 등에 쓰여 수요지속 예상
고유의 면역진단 플랫폼과 측정기술
을 사용해 2분 내에 검사가 가능
기기 분석 시간은 5초로 연속 검사 시
1시간 내에 100건의 검사가 가능한
현장진단형 제품

(COVID-19 확진검사 키트)

•

COVI-19 Real-time PCR Kit (확진검사키
트)는 이번 COVID-19 Pandemic 사태에
서 가장 부각된 검사키트

•

국내에서 유일하게 PCR진단키트의 핵심
원재료인 중합효소를 생산

•

+ 비접촉식 체온계, 마스크 등
다양한 방역상품 판매 중
+ 10월 동시진단키트 출시 예정

+ 10월 중 월 1억 2천만 Test
시약생산 신공장 증설완료
독보적인 PCR기술을 보유한 솔젠트㈜의
‘DiaPlexQ (2019-nCov)Detection kit’를
납품 받아 미국 콜로라도주(The state of
Colorado)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공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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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로, 가장 많은 DTC 항목의 시범사업 허가 받음
 한국 60여개 유전체분석기업 중 시범사업기업 선정은 딱 4개사

• 73만개 유전자를 분석해 나의 모든 주요 유전자 정보
를 알려주는 유후(조상찾기) 서비스는 한국에서 유일
하게 EDGC만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임
• 소비자가 검사 의뢰한 유전체 외에 다른 유전체 데이
터를 보유할 수 없는 현행 법상 50여개 이내 유전자

로 검사하는 타 항목 서비스로는 앞으로 매년 계속 추
가될 새로운 검사항목 허가에 대응할 서비스 플랫폼
을 만들 수 없음
→ 유후 서비스에 등록된 사람은 향후 새로운 검사 허가
항목이 생겨도 비싼 유전체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
이 기존의 데이터로 추가 항목의 유전체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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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2me Plus]

[Aptitude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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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관리

산전검사 (나이스® )
• 삼염색체증 10종
• 성염색체 4종
• 미세결실 6종
엄마건강검사 (더맘케어)

신생아·소아청소년 관리

질병관리

건강검진/항노화

신생아유전자 (베베진® )
• 117가지 희귀질환
• 난청/ 윌슨병/ ADHD/ 아토피
/ 천식/ 알레르기 비염
소아·청소년 관리 (패드케스터® )

유전성유방암·난소암 검사,
브라케어® / 브라케어플러스
유전성 암패널 검사 (리스크케어
® 포커스
유전성 안과질환 예측검사 (마이
아이진® )
암·일반질환 예측검사 (진투미®
플러스)
대사증후군 통합검사 (마이젠플
랜® -대사증후군)

비만체형 통합검사 (마이젠플랜비만체형)
대사증후군 통합검사 (마이젠플랜
-대사증후군)
암·일반질환 예측검사 (진투미® 플
러스)
세포노화나이검사 (텔로에이지® )
피부유전자예측검사 (스킨케어® )
약물유전체검사 (PGx)
보인자검사 (CarrierCare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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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 “솔라＂

조승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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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구매

구독형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정보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솔루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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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로 갖게 된 나의 75만개 유전자 데이터!
어떻게 쓸까?
다양한 마이지놈박스 앱으로
나의 유전적 궁금증을 푼다!

DNA 앱 플랫폼

Immunology
Corp Genetic Editing
Conversation Interface

Recycled Rocket
Autonomous Intelligent
Robot

DNA App Store
DNA 기반 소셜네트워크

Solar City ‘Giga Factory’
Business Messenger ‘Slack’

Automous Drive ‘Tesla’
Air Power Supply

“유전체 데이터 활용 범위의 확장과
유전체 관련 산업의 성장 예고”
유전체 데이터뱅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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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Genome Box
120개 DNA App 보유 (한글App은 56개)

정부의 DTC 허용

* 유휴(YouWho)로 확보한 자신의 개인 유전체 데이터를 마이지놈박스에 저장
* 추가 유전체 검사 없이, 다양한 마이지놈박스 App에서 재미난 유전체 분석 가능

※ DTC시행령이 나온
2020년 1월 17일부터
56개 항목에 대해

병원을 거치지 않고
개인 유전체 분석 가능

수익배분 = MGB 30% : App개발자(EDGC) 70%

1

10
100
1,000
10,000

유후(YouWho)

100,000

- 유전적 혈통분석: 7M12W
- 연계사업: DNA Tourism
- DTC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75만개의 유전자 분석 가능

500,000

50만명 유전체 Data 확보가 목표
병원에서 확보한 Data

기존 20만개

1조원 이상의 가치!
유후를 통해 확보할 Data

신규 50만개

바이오 신약 개발이 가능한 Data

70만개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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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역시
현재 A금융사, B전자, C식품사,

D유업사, E화장품사 등과
헬스케어 플랫폼 또는
맞춤형 알고리즘 제휴 논의 중

유전체검사 상품만으로도
흑자전환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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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구기준 암 조기진단 액체생검 시장규모 추정

현대의학에서 암을 1기 이내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 가능. 암 조기진단을 위한 액체
생검 서비스는 미국의 그레일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아시아에
서는 EDGC가 주도하고 있음.
[액체생검 스크리닝]

※ VIP 건강검진 시장: 만 40세 이상, 소득상위 5% 대상, 연 1회 정기검진,
액체생검진단비 200만원 가정
※ 건강보험 정기검진 시장: 만 28세 이상, 연 1회 정기검진, 액체생검진단비 20만원 가정
※ 대한민국 통계청 세계인구동향 자료

• 소량의 혈액만으로 암을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상품
• 혈액 내 cfDNA 함량 분석, 추출된 cfDNA를 NGS방법으로 분석해 유전체 복제수 변이
(CNV, copy-number variation) 분석, 그리고 5가지 종양표지자 분석 등을 통합분석하는
멀티오믹스 분석법을 사용하여 암의 존재 유무를 판정하는 검사
• 현재 E홍콩 내 병원을 통해 서비스 중
•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이기 위해 cfDNA의 메틸레이션 패턴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으
로 액체생검 스크리닝 검사법을 개선 중
• 현재 유방암, 대장암, 폐암, 위암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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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사 상품명

대상질환

EDGC S-CANTM

폐암

개발단계
기초연구

탐색임상

확증임상

……………..

상용화

분석 성능

상용화 진행 중

민감도 74.5% / 특이도 94.3%

폐암
대장암

스크리닝
(조기진단)

EDGC S-CAN II

목표치

유방암

민감도 80% 이상 / 특이도 98%

위암
주요 10대암까지
확대
폐암 스크리닝 키트

폐암

xx암 스크리닝 키트

주요 10대암까지
확대

모니터링
(재발 및 진행경과)

EDGC M-CANTM

고형암 전체

……………..

상용화 진행 중

LOD : 0.1%

동반진단

EDGC F-CANTM

고형암 전체

……………..

상용화 진행 중

LOD : 0.1%

목표치

민감도 80% 이상 / 특이도 95%

• 민감도(Sensitivity) :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질병이라고 진단하는 비율
• 특이도(Specificity) : 정상인 사람을 정상이라고 진단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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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0주부터 산모 혈액으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 검사



19’ 세계일류상품 인증 (국내 산전검사 유전체 기업 최초)

< 양수검사 >

< 나이스검사 >

• 산모 불안

• 산모/태아 안전

• 유산율 높음

• 간편, 신속, 정확

EDGC 나이스(NICE)
 검사항목 (총 18종)
- 6가지 삼염색체증 (T21,T18,T13,T22,T9,T16),

8.75조
1,750만

- 4가지 성염색체증 (XO,XXX,XXY,XYY)
- 8가지 미세결실증 검사
 국내유일 CLIA인증(2015.10)–국제적 품질력
 국내 1위 산전검사
 글로벌 서비스 (7개국 수출):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동, 터키

13.5조
2,700만

1.9조
390만

글로벌 서비스

[Peer Group]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동, 터키 등

 나이스 검사 전용 분석 알고리즘 특허 2건
 태 아 염 색 체 의 수 적 인 이 상 을 99.9% 의
정확한 검출율로 태아의 유전적 위험을 조기
확인 가능

 대한민국: 32만명(18’ 신생아 수, ※50)

매년 국내
시장규모
1,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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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세계 육류 시장규모 약 505억 달러(약 62조 4,786억 원)
- 육류의 힘(Power of Meat) 2020
- 육류 및 가금류 연구 및 교육재단(FMPRE)

■ 향후 인공육은 기존 육류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
- AT Kearney Consulting

• 매출 : 2억 9,790만 달러 (2019년)
• 시총 : 96억 8천만 달러 (2020년 9월 25일)

■ 노아바이오텍 지분 투자: 서울대 수의대 박용호 교수 설립
• EDGC와 국내 최고의 학계 연구진이 공동연구 중
- 서울대 수의대팀
-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팀
- 인제대 바이오테트놀러지팀

• 3D 바이오 프린팅 양산 기술
- 저가로 대량 생산 가능
- 마블링, 두툼한 스테이크 육질 구현 가능

• 매출: 1억 3,010만 달러 (2019년)

※ 인공육 분야 선도기업. 버거킹과 임파서블 버거 출시

• 누적 자금조달: 12억 달러(기존 7억 달러+5월 5억 달러 추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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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구분

기업명

EDGC
Liquis
Biopsy

NIPT

567

2020(F)
1,000

2019
-86

순이익

2020(F)
20

2019
-98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2020(F)
50

2019
964

2019
478

2019
486

시가총액

비고

2020
5,399

액체생검 및 개인유전체 분석 서비스
(YouWho, NICE, DiaPlexQ Novel)
Illumina가 9조원에 인수 후 상장 예정

GUARDENT Health

2,499

3,354

-960

-1

-882

-1,662

11,117

9,794

1,323

98,010 Guardant360

Natera

3,524

4,002

-1,356

-2

-1,455

-2,041

6,730

3,219

3,510

46,661 Panorama

721,157

802,234

205,884

228

158,355

225,547

993,042

428,656

564,386

41,296

41,798

11,481

10

11,679

10,678

84,868

53,512

31,356

689,468 Verifi

4,724

11,593

534

18

466

2,683

9,801

7,300

2,501

112,031 NIFTY

Roche Holding
Illumina

23andME

Artificial IMPOSSIBLE Foods
meat
BEYOND MEAT

3,755,424 2014년 Ariosa(Harmony) 인수

시총 5~10조 예상 (2020 IPO)
1,561

1.4조 funding / IMPOSSIBLE

3,473

5,504

-6

0

-145

120

5,220

4,436

783

97,302 BEYOND MEAT

1,220

7,128

224

3,703

267

3,299

1,957

1,528

429

64,037 Allplex 2019-nCoV Assay

Abbott Laboratories

371,900

391,634

52,829

70

42,979

68,888

784,074

361,517

422,557

2,122,004 Abbott

Roche Holding

721,157

802,234

205,884

228

158,355

225,547

993,042

428,656

564,386

3,755,424 Roche

씨젠(Seegene)
PCR

2019

영업이익

GRAIL

BGI Group
DTC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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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제

R&D
국내

해외

출연기관

분류

액체생검 (암진단)

중소벤처기업부

시장대응형

COVID-19 (역학추적)

인천시(인천테크노파크)

국가 R&D 사업기획유치

뇌질환 (경도인지장애 진단)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개발

과학기술부

NIPA 의료데이터 분석

산업자원부

CDM 유전체 + EMR

이종 데이터 융합
사업화

폐암 조기 진단 액체생검 키트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도우미

마케팅

국내외 마케팅 재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입바우처

중국 푸단대 액체생검 공동연구

중소벤처기업부

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화

특허맵 (cfDNA를 이용한 진단방법)

인천지식재산센터

글로벌 IP 스타

중국 액체생검 진출전략 및 판매처 발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기술사업화

해외인증 (중국 액체생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인증 지원

글로벌 시장 확대 재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R&D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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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황반변성

대사질환
파킨슨 질환
비만
고지혈증
혈관성 치매
(뇌혈관 질환)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암
 Genomics & AI Based Biomarker discovery; Genomics Data Base 를 활용한 in silico 분석을 통
한 타겟 선정과 구조분석으로 정확한 바이오 마커 발굴 및 개발

 Pharmaceutical Biologics development Pipeline 구축 ; (Antibody, Protein, and nucleic acid)
target discovery & in licensing (Expedite pre-clinics to Clinic stage) Cancer & neural disease
 Nutraceuticals development: Microbiome, Herbs, Nutritional Supplements;
현대인의 스트레스, 식습관과 같은 환경으로 인한 대사질환들과 관련성으로 epigenetic
BI분석 접근으로 진단 마커 구축 및 Nutraceuticals병행 치료제로의 개발
 Drug Repurposing : Repurposing Library Screening System 구축 (Anti Virus &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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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액체생검 (암진단)
[중기청] 시장대응형

• COVID-19 (역학추적)

R&D

[인천시] 국가 R&D 사업기획유치

• 뇌질환 (경도인지장애 진단)
[복지부] 의료기기 개발

• 이종 데이터 융합

[과기부] NIPA 의료데이터 분석
[산자부] CDM 유전체+EMR

사업화

• 폐암 조기 진단 액체생검 키트 품목허가

마케팅

• 국내외 마케팅 재정 지원

[식약처] 허가 도우미

해외
• 중국 푸단대 액체생검 공동연구
[중기청] 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화

• 특허맵 (cfDNA 를 이용한 진단방법)
[인천지식센터] 글로벌 IP 스타

• 중국 액체생검 진출전략 및 판매처 발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기술사업화

• 해외인증 (중국 액체생검)
[중기청] 해외인증 지원

• 글로벌 시장 확대 재정 지원
[중기청] 글로벌 강소기업

[중기청] 수출입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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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모식도 1

•

대표모식도 2

과제명 : 혈액 내 cfDNA의 Methylation marker를 활용한 암
환자 조기진단용 키트 개발

•

과제 기간 : 2020.7~2022.7

•

주관 연구기관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

출연기관 (과제분류)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대응형)

•

연구내용
- 대장암, 유방암, 폐암에 대한 암종 샘플 확보 및
methylation 데이터 생산 및 저장
- 분석 알고리즘 개발
-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진행 (기술문서)

Cancer-specific #1
Cancer-specific #2

…
Cancer-specific #N

Normal
Cancer Type #1
Cancer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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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정밀의학 기반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플랫폼 :

•

대표모식도 1

•

대표모식도 2

PREMIER Consortium
•

과제 기간 : 2019.8~2022.5

•

주관 연구기관 : 삼성서울병원

•

출연기관 (과제분류)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개발사업)

•

개발내용
Multi-Omics기반 통합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플랫폼

-

인지장애 위험도 예측을 위한 유전체/후성유전체 해독 및
AI 분석 SW 개발

-

Multi-Omics 기반 통합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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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감염성 질환 대비 미래형 정밀

•

대표모식도 1

•

대표모식도 2

방역 플랫폼 개발
•

과제 기간 : 2020.8~2020.12

•

주관 연구기관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

출연기관 (과제분류)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미래산업 국가
R&D 사업 기획 및 유치 연구회)

•

기획내용

-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감염성 질환 미래형 정밀 방역 플랫폼
- 감염성 병원균의 유전체 그룹 판별을 통한 기원, 전파경로 파악
및 역학추적검사키트 개발

-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감염성 병원균에 대한 개인 민감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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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폐암 조기진단 액체 생검(중국)

•

과제 기간 : 2020.7~2022.7

•

주관 연구기관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

출연기관 (과제분류) : 중소벤처기업부

대표모식도 1

•

(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

•

연구 내용

[중국 푸단대 (复旦大学) 암병원과 공동연구]

폐암 조기진단 액체생검 개발
- 중국인 폐암 대상자 ctDNA 의 CNV, fragmentation pattern,
암표지자 분석을 통한 액체생검 법 개발

•

대표모식도 2
Grail : Gray color
EDGC ① Red color
in CNV analysis
② Yellow color
in analysis with
CNV and tumor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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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명 : 선행 공통데이터 모델 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 통

(2) 과제명 : 의료데이터분석 지능형 SW 기술개발

합데이터망 구축 기술개발사업

•

과제 기간 : 2018.4~2020.12

•

과제 기간 : 2020.8~2020.12

•

주관 연구기관 : 아주대

•

주관 연구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출연기관 (과제분류) : 산업자원부

•

출연기관 (과제분류) : 과학기술부

•

연구내용

•

연구내용

-

유전체 데이터와 이종데이터 연동기술

-

의료현장 적용 가능성 높은 8개 질환의 다양한 의료데이터

-

대사증후군 환자 대상 유전체 분석 서비스

(진료정보, 영상정보, 유전체정보, 생활습관정보 등)를 활용

-

산모 관리 유전체 분석 서비스 제시

한 지능형 SW 응용·상용화 기술 개발
-

비환자 유전형 분석: SNP 및 EMR 기반 대장암 유전성 요
소 분석 및 대장암 예측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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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당 약 50만개 파괴

NIPT
비침습 산전 기형아검사

Liquid Biopsy
액체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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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진단

모니터링

스크리닝

Nat Rev Cancer. 2017. 17(4):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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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AS July 11, 2017 114 (28) 7414-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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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line

Known Mutation

*Copy
Number

Type

Sample

KRAS c.34G>A

2/2

SNV
Homo

1/3

SNV
Hetero

2/3

SNV
Hetero

1/3

SNV
Hetero

2/2

SNV
Homo

2/3

DEL
Hetero

(chr12:25398285)

A549

HRAS c.81T>C
(chr11:534242)

BRAF c.1799T>A
(chr7:140453136)

COLO829

MET c.2975C>T
(chr7:116411990)

TP53 c.639A>G

NCIH1650

(chr17:7578210)

EGFR c.2235_2249del
GGAATTAAGAGAAGC
(chr7:55242465–55242479)

Mutation Read Ratio (Observed Ratio / Expected Ratio)
10% Mix

5% Mix

1% Mix

0.5 % Mix

0.1% Mix

0.05% Mix

0.01% Mix

0.001% Mix

30ng

-

5.77 / 5.0

1.15 / 1

0.25 / 0.50

0.15 / 0.10

0.02 / 0.049

-

-

300ng

10.63 / 10.0

-

0.97 / 1

-

0.11 / 0.50

-

0.056 / 0.10

0.063 / 0.049

30 ng

-

2.22 / 2.5

0.36 / 0.5

0.7 / 0.25

0.06 / 0.05

0.12 / 0.025

-

-

300 ng

3.86 / 5

-

0.67 / 0.5

-

0.27 / 0.25

-

0.12 / 0.05

0.29 / 0.025

30 ng

-

6.2 / 5.0

1.40 / 1.0

0.72 / 0.5

0.72 / 0.5

0.13 / 0.05

-

-

300 ng

21.47 / 20.0

-

2.49 / 2.0

-

0.24 / 0.20

-

0.054 / 0.020

0.03 / 0.002

30 ng

-

1.59 / 2.5

0.34 / 0.5

0.25 / 0.25

0.25 / 0.25

0.14 / 0.025

-

-

300 ng

12.5 / 10.0

-

1.27 / 1.0

-

0.18 / 0.10

-

0.068 / 0.01

0.083 / 0.001

30 ng

-

5.12 / 5.0

1.08 / 1.0

0.71 / 0.50

0.71 / 0.50

0.27 / 0.05

-

-

300 ng

19.54 / 20.0

-

2.02 / 2.0

-

0.41 / 0.20

-

0.20 / 0.020

0.22 / 0.002

30 ng

-

4.94 / 5.0

0.67 / 1.0

0.44 / 0.50

0.44 / 0.50

0.06 / 0.05

-

300 ng

17.51 / 20.0

-

1.79 / 2.0

-

0.16 / 0.20

-

0.0 / 0.020

0.0 /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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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

SNV

SNV-환자 맞춤형

Epigenome
(Methylation)

용도

동반진단 (스크리닝)

모니터링

스크리닝 V2

검체

혈액

암조직 + 혈액

혈액

분석 내용

SNV, indel
- 53 Cancer related gene
- TP53 whole exon

특징

맞춤형 항암제 선택

경쟁 서비스

Guardant360
CancerSeek (Thrive)

개인 맞춤형 검사
- WES: 암조직 및 buffy coat Methylation + 종양표지자
개인 맞춤형 프리미엄 검사

암 조기검진

높은 민감도

Tissue of Origin (종양 위치)

SigNatera (Natera)

Grail, ThriveDe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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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분석 정확도

10대 암으로 확대

- Sensitivity 80% 이상

- 폐암, 유방암, 대장암

- Specificity 90% 이상

- 위암, 간암, 전립선암, 췌장암
- 담낭담도암, 신장암, 갑상선암,

TOO (Tissue of Origin)
- 90% 이상
- 폐암 (100), 유방암 (100), 대장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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