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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산·겔포스 ‘국 대표 상비약’
고혈압 신약 ‘카나브’ 로 글로벌 도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보령제약
볕 제 (대표보
최 홍·사진)
은보1북태3년보설뢟보
이후보‘인류건
에보공헌’보및보‘인
본 의에보
한보공존·공 보
치실현’이란보
기업사명을보지
까지보실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크리스탈지노믹스
크리스탈지노뤗스(대표보조중명·사진)는보
내보뤣이오보벤처기업으로는보처음보신
을보상용
다.보
지난해보2월보크리스탈지노뤗스 보 품
의 품안전처에붆보판매허 를보뤨은보‘아
셀 스’는보 관절염보치료제로보22번째보
산보신 이다.보기존보치료제인보다
보제
사보 이 의보쎄 브 스볕다보100분의보1보
양으로보 효를보내는보 징이보 다.보심혈관
계보볫 용 보줄 다는보설명이다.
크리스탈지노뤗스는보L획생명과 보연
붫장보출신인보조중명보대표 보2000년보설
뢟 다.보조보대표와보연 원들은보2003년보
제보 술지보네이처에보 이 의보뤩기볫
전보치료제보비아그라 보몸보붬에붆보 떻게보
용 는지보원리를보뤪힌보논문을보뤩표
다.보한 인이보쓴보논문이보네이처보표지보논
문에보실린보것은보이때 보처음이다.
글로벌보제 사보아스 라제네카와보일
본보다이이치산쿄보등 보크리스탈지노뤗
스와보공동보연 개뤩을보 고보 다.보크리스
탈지노뤗스의보
인보 조보규명기술
(SPS)보등보기술력을보높이보인정해붆다.보치
료제 보관절염형보 보등보질병을보일으키는보단
백질에보 떻게보결합 고보 효를보뤩휘
는지보규명해보환볫에보정
게보결합 는보
기술로보신 보후볕물질을보뤩굴 고보 다.보
크리스탈지노뤗스는보이보기술을보
용한보분 보표 항 제보‘C획200택4태’형보슈

퍼 뤤 테 리 아보
뤤 멸 보항 생 제보
‘C획40054북’보
등을보개뤩 고보
다.
이보 사는보최
근보아셀 스보수
출보계 을보 따
라보체결 다.보터
키형보중동형보볬아
프리카보지 보1북개 에보향후보10년간보태300
원보규룜로보수출 기로보 다.보아셀 스
는보1일보1 보볖용 면보된다.보볖용보용량 보2
㎎이다.보기존보치료제는보200㎎을보볖용해
보한다.보위궤양보장출혈보등의보볫 용 보
다.보
세계보퇴 성관절염보붫염진통제보
장보규룜는보1부조원으로보추정된다.보한 보
장은보5000 원에보달한다.보조보대표는보
“혁신보신 보연 개뤩에보줄 보몰두
다”며보“아셀 스를보다른보
에보수출
기보위해보추
인보협상을보 고보 다”
고보말 다.보
지난보태월에는보캐나다보뤣이오보벤처기
업보앱토즈뤣이오사이언스에보 성보 수
성백혈병보신 보후볕물질(C획02태부0태)을보
총보3500 원보규룜로보기술보이전 다.보전
상보단계에붆보기술보수출이보이
보 뤄진보것
은보해당보물질의보 능성을보높이보평 뤨
았기보때문이라는보설명이다.
크리스탈지노뤗스는보내년보최대보2건보이
상보기술보계 을보룝표로보 고보 다.보기술
수출을보추진 고보 는보후볕물질은보분 보

표 항 제와보슈퍼뤤테리아보뤤멸보항생
제다.보분 보표 항 제는보 보유뤩보유전
를보조절 는보단백질보‘식DC’보기능을보
제해보 보세포의보명 체계를보
거
나보궤멸 키는보치료제다.보 내보 상 험보
1상보종료를보앞두고보 다.보내년에는보췌장
형보 수 성이상증후군(MDS)에보대한보
상 험보2상을보할보계 이다.
슈퍼뤤테리아보뤤멸보항생제는보글로벌보
상 험보2상을보끝마쳤다.보슈퍼뤤테리
아는보항생제에보스스로보내성이보생겨보기존보
항생제로는보 지보않는보뤤테리아다.보크리
스탈지노뤗스보관계 는보“세계 으로보슈
퍼뤤테리아보항생제보개뤩이보경쟁 으로보
이뤄지고보 다”며보“ 효를보세계보최초로보
증명한보것에보의뤖 보 다”고보설명 다.보
이외에 보알
이머보치매보치료보후볕물
질과보 형보비만형보파킨슨병형보탈룜보등의보치료
제 보개뤩보중이다.
크리스탈지노뤗스는보지난보택월보산업통
상 원볫 보 관 는보우수제조기술연
센터(TC)보사업에보선정됐다.보TC보사업
을보통해보신 보제품보개뤩에보매년보4 5000만
원씩보5년간보정볫보지원을보뤨는다.보지난달에
는보산업볫 보지정 는보두뇌 량우수전문
기업으로보꼽 다.보연 개뤩보프로그램보지
원형보 리보융 보지원형보지 재산권보지원보등
의보혜 을보뤨는다.보
조보대표는보“정볫보지원을보뤣탕으로보글로
벌보경쟁력을보 춘보혁신신 을보개뤩할보것”
이라며보“이를보통해보기업보 치를보높이는보것
이보룝표”라고보말 다.보
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

오고보 다.
1북5택년보붆울보종로에보볕
을보개업
한보창업 보김승호보 장은보1북태3년보볕 제
을보세웠다.보대표보제품인보용 산은보당
보한 재 보풍볫한보 내보상황과보전통보
한 재를보신뢰 는보 민보정붆에보맞춰보일
본보류카쿠산과보기술보제휴를보통해보개뤩한보
것이다.보 심형보겔포스보등보스테디셀러보제
품을보 따라보출
며보한 의보대표보제
사로보 고히보 리를보잡았다.
볕 제 은보2010년보15번째보 산보신
인보카나브보개뤩에보성공 다.보카나브는보
내보최초의보고혈 보신 이다.보혈 보상승
의보원인보효붫 보수용체와보결합 지보못
록보해보혈 을보떨 뜨린다.보볕 제 은보
1북북부년보카나브보개뤩을보
다.보12년보동
안보투 한보 액은보500 원보규룜다.보카나
브는보멕 코보에콰 르보온두라스보코스타
리카보등보중남뤖보10개 에붆보허 를보뤨았
다.보러 아에붆 보올해보중보판매보허 를보
뤨을보것으로보기대 고보 다.보유럽과보일본보
진출을보위해보
보허 기관과보사전보뤖팅
보마쳤다.
볕 제 은보지난보북월보고혈 보올뢞 이
라고보불리는보세계보최대보 술대 인보‘세계
고혈
보201태보붆울’을보후원 는보등보고
혈 보치료제보개뤩보제 사로붆보면룜를보알
다.보이보 술대 는보참 보인원만보1만명
에보이른다.보볕 제 은보부부개 에붆보참붇
한보3500 명의보심혈관보질환보전문의에게보
카나브의보 상 보우수성을보설명 다.보볕
제 보관계 는보“ 제보 술대 에붆보
산보의 품이보붫개되는보것보 체 보이례
인보일”이라며보“이번보세계고혈
를보
통해보 산보신 보카나브와보 내보제 산업
의보세계 의보새로운보전기 보마련됐다”고보
설명 다.
볕 제 은보카나브에보다른보성분을보불
보만든보볖합제보개뤩에 보집중 다.보2013
년에는보이뇨볖합제(성분보 마사르탄형보히

드로클로티아지드)보카나브플러스와보칼
슘길항제보볖합제( 마사르탄형보 로디핀)보
듀카브를보선볕 다.보이달보초에는보카나브
에보로수뤣스타틴보성분을보결합한보볖합제보
투베로를보내놨다.보투베로는보고혈 보치료
제보성분보 마사르탄과보고지혈증보치료제보
성분보로수뤣스타틴을보결합한보 이다.보볕
제 보관계 는보“투베로보한보알로보고혈
과보고지혈증의보치료보효과를보볼보수보
다”며보“경제성 보 춘보제품”이라고보설명
다.
볕 제 은보세계고혈
보기간보중보
멕 코보제 사보스텐달사에보듀카브와보투
베로에보대한보기술보수출보계 을보맺었다.보
스텐달사는보멕 코보등보중남뤖보25개
에보이보제품들을보판매 기로보 다.보이번보
계 으로보카나브보제품은보41개 에보3
택000만달러보규룜보기술이전보계 보성과를보
올리게보됐다.보볕 제 은보카나브보3제보볖

합제보등보다양한보‘카나브보패밀리’보제품을보
선볕일보계 이다.보카나브보패밀리보출
보
완료되면보 내에붆만보매년보2000 원의보
매출을보올릴보것으로보 사보 은보기대
고보 다.
볕 제 은보중동형보아프리카보등보신흥
장과보유럽보일본보등보선진 장보진출을보
할보계 이다.보단기 으로보세계보 장을보룝
표로보원료의 품보개뤩에보집중 고보중·장
기 으로보신 보개뤩에보중점을보두고보연
고보 다.
개방 보연 개뤩(R&D)을보통해보 형보
고혈 형보대사성보질환형보정신보신경계보질환보
등을보타깃으로보 는보제품보개뤩에보 력
고보 다.보볕 제 보관계 는보“R&D를보
기보위해보매출보대비보10%인보연 개뤩
비를보20%보수준까지보높 나갈보계 ”이라
고보뤪 다.보
조미현기자보보보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