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하주사 제형 의약품 가치 부각과 Hybrozyme 계약의 확장성 

 추가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26만원으로 상향 조정 

 

피하주사 제형 의약품 가치 부각과 Hybrozyme 계약의 확장성 

피하주사 제형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가치는 꾸준히 부각 받고 있다. 국내에서 

익숙한 셀트리온의 Remsima SC를 비롯한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형한 의약품들

의 경우 기존 정맥주사(IV) 제형 대비 높은 프리미엄을 적용 받고 있다. 투약 

편의성, 기존 정맥주사 대비 부작용 축소 등 다수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피하주사 제형 변형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필

연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관련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알테오

젠과 할로자임(Halozyme) 뿐이다. 특히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알테오젠의 

경우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할로자임 대비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추가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 

동일 업체와의 추가 계약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로자임의 경우에도 

로슈(Roche)와 세 차례의 계약(2006, 2017, 2018년)을 진행한 바 있다. 계약 

시점에서 사전에 타겟 수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적응증 허가를 획득한 

Keytruda와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 일회성이 아닌 복수의 동일 기업과의 계약

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26만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1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

주가 26만원은 SOTP(Sum Of The Parts) 밸류에이션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파이프라인 별 가치는 Hybrozyme(ALT-B4, 피하주사 제형 변형 플랫폼) 플

랫폼 총 2.5조원, 바이오시밀러(아일리아, 허셉틴) 6,610억원, ADC(Antibody

-Drug Conjugate, 항체-약물 복합체) 2,221억원, 지속형 제품 1,521억원을 

적용했다. 향후 6개월 내 기대 가능한 Hybrozyme 관련 기술수출 계약 4건의 

가치를 합산했다. 다만 지난 보고서를 통해 가정한 Keytruda 관련 계약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보수적으로 2019년의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정했다. 

향후 실제 계약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목표주가 상향 조정도 기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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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SOTP Valuation 

(십억원, 천주, 원)  비고(주요 가정) 

A. 신약가치 3,545.3   

  ALT-B4(Hybrozyme) 2,510.0  2019년 11월 체결 계약 가치에 향후 6개월 신규 계약 4건 가정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522.7  2023년 출시, 출시 후 7년 뒤 Peak M/S 15% 가정 

  허셉틴 바이오시밀러(IV, SC) 138.3  2022년 출시, 출시 후 7년 뒤 Peak M/S 15% 가정 

  ADC(유방암/위암) 222.1  2025년 출시, 출시 후 7년 뒤 Peak M/S 15% 가정 

  성장호르몬 152.1  2025년 출시, 출시 후 7년 뒤 Peak M/S 15% 가정 

B. 순차입금 (63.6)  

C. 합계(A-B) 3,608.9   

D. 발행주식수 13,996.0   

적정주가 260,000   

자료: 신한금융투자 

 

정맥주사 제형과 피하주사 제형의 장단점 비교 

제형 장점 단점 

IV 제형 

- 투약 용량의 정밀한 조절 가능 
- 투약 후 빠른 체내 분포 
- 투약 부위의 부작용 최소화 가능 
- 투약 용량의 제한 적음(1~100+ml) 

- 투약 시 의료진의 관리 감독 요구 
- SC제형 대비 높은 비용 부담 
- 투약 이후 추가적인 관찰 시간 요구 
- 구조적 감염 리스크 존재 
- 투약을 위한 바늘 삽입이 어려울 수 있음 

SC제형 

- 환자 스스로 자가 투여 가능 
- 환자의 복약 순응도 높음, 환자의 삶의 질 개선 
- IV 제형 대비 낮은 비용 부담 
- 투약 시 통증 최소화, 구조적 감염 리스크 낮음 

- 투약 용량의 제한 존재(<1~2ml) 
- 투약 부위의 치료 효과 저하 가능성 존재 
- 투약 부위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존재 
- 개별 환자에 따른 투약 용량 다양성 확대 

자료: Pharm Tech, 신한금융투자 

 

할로자임 파트너사 계약 현황 

(백만달러, 개) 2006 2007 2012 2014 2015 2017 2018 2019 

파트너사 Roche Baxalta Pfizer Janssen AbbVie Eli Lilly BMS Roche Alexion Roche Argenx 

계약금 20 10 8 15 23 25 105 30 40 25 30 

타겟 당 마일스톤(최대) 37~47 37 85 113 ~130 ~160 160 160 160 160~165 160 

계약 파이프라인 수 8 1 6 5 9 5 11 1 4 3 3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알테오젠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SC 약물 전달 ALT-B4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IV, SC)      

ADC(NexMab) 유방암/위암 ADC      

 난소암 ADC      

지속형 제품(NexP) 성장호르몬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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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 2017 2018 2019 2020F 2021F 

매출액 12.1  13.7  29.2  38.0  49.2  

  YoY 76.9  13.2  113.3  30.2  29.3  

  기술이전 수수료 및 용역 2.5  1.3  13.3  20.0  29.0  

  상품 및 제품 매출 9.6  12.4  15.9  18.1  20.2  

매출총이익 1.0  2.0  11.1  22.6  31.9  

  YoY 64.5  89.1  467.1  103.7  41.2  

  GPM 8.6  14.3  38.0  59.4  64.9  

영업이익 (6.2) (7.7) (2.3) 7.0  13.9  

  YoY 적지 적지 적지 흑전 98.1  

  OPM (51.0) (55.9) (7.7) 18.5  28.3  

당기순이익 (7.4) (7.1) (1.7) 6.0  11.4  

  YoY 적지 적지 적지 흑전 89.2  

  NPM (61.5) (51.6) (5.9) 15.8  23.1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유럽 Herceptin SC와 MabThera SC 출시 이후 점유율 추이 

 

 

 

자료: Evaluate Pharma, 신한금융투자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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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자임 파트너사 계약 세부 내용(1) 

파트너사 일자 내용 

1) 로슈(제넨텍) 계약 관련 

 2006.12 최대 13개 타겟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 계약 체결(최종적으로 8개 타겟 선정) 

 2017.09 추가 1개 타겟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 계약 체결 

 2018.10 추가 1개(최대 2개 추가 가능) 타겟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 계약 체결 

 Herceptin 관련 

 2013.09 Herceptin(trastuzumab) SC제형 'Herceptin SC' EMA 허가 획득 

 2018.09 Herceptin SC 캐나다 허가 획득 

 2019.02 Herceptin Hylecta(Herceptin SC의 미국 판매명) FDA 허가 획득 

 2019.04 Hercpetin Hylecta 미국 출시 

 Herceptin-Perjeta 관련 

 2016.03 Herceptin-Perjeta 피하주사 제형 병용요법 임상 1상 개시 

 2018.06 Herceptin-Perjeta FDC(고정용량 복합제) 글로벌 임상 3상 개시 

 2019.08 Herceptin-Perjeta FDC(고정용량 복합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 핵심평가지표 달성 

 2019.12 Herceptin-Perjeta FDC(고정용량 복합제) 글로벌 임상 3상 연구 결과 발표 

 2020.02 Herceptin-Perjeta FDC(고정용량 복합제) FDA 허가 신청 제출(2020.10 허가 여부 결정 예정) 

 Rituxan/MabThera 관련 

 2014.06 MabThera SC 비호지킨림프종(NHL) 적응증 유럽 출시 

 2016.05 MabThera SC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적응증 유럽 추가 승인 

 2017.06 Rituxan Hycela(MabThera SC의 미국 판매명) FDA 허가 획득 

 2018.03 Rituxan SC(MabThera SC의 캐나다 판매명) CLL 적응증 캐나다 식약처 허가 획득 

 기타 

 2018.12 Tecentriq 비소세포폐암(NSCLC) 적응증 대상 임상1b/2상 개시 

 2019.08 Ocrevus 다발성경화증(MS) 적응증 대상 임상 1상 개시 

 2019.10 비공개 타겟에 대한 연구 개시 발표 

2) 다케다(박스앨타) 계약 관련 

 2007.09 박스앨타의 면역질환치료제 Hyqvia와 결합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 계약 체결 

 Hyqvia 관련 

 2013.05 Hyqvia 1, 2차 면역결핍증 치료제로 유럽의회 승인 권고 획득 

 2013.07 Hyqvia 유럽 판매 개시 

 2014.09 Hyqvia 원발성면역결핍증후군 적응증 대상 FDA 허가 획득 

 2016.05 Hyqvia 소아 환자 대상 면역결핍증 적응증 유럽 추가 승인 

3) 화이자 계약 관련 

 2012.12 최대 6개 타겟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 계약 체결(최종적으로 5개 타겟 선정) 

4) 존슨앤존슨(얀센) 계약 관련 

 2014.12 최대 5개 타겟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 계약 체결(최종적으로 8개 타겟 선정) 

 Darzalex 관련 

 2017.10 
Darzalex 피하주사 제형 개발을 위한 임상 3상 개시 
(총 7개의 임상 3상 프로그램, 2개의 임상 2상 프로그램, 1개의 임상 1상 프로그램) 

 2019.02 Darzalex 피하주사 제형과 정맥주사 제형간 비교 임상 결과 발표(비열등성 확인) 

 2019.07 Darzalex 피하주사 제형 다발성골수종(MM) 적응증 FDA, EMA 허가 신청서 제출 

 2020.04 Darzalex 피하주사 제형 다발성골수종(MM) 적응증 일본 허가 신청서 제출 

 2020.05 Darzalex 피하주사 제형 EMA CHMA(자문위원회) 승인 권고 획득 

 2020.05 'Darzalex FasPro(피하주사 제형)' FDA 최종 승인 획득 

 기타 

 2019.12 이중항체 JNJ-61186372 EGFR, cMET 적응증 대상 피하주사 제형 개발 착수 

5) 애브비 계약 관련 

 2015.06 
최대 9개 타겟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 계약 체결 
(TNF alpha 타겟 선정했으나 추후 개발 중단 및 반환)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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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자임 파트너사 계약 세부 내용(2) 

파트너사 일자 내용 

6) 일라이 릴리 계약 관련 

 2015.12 최대 5개 타겟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 계약 체결(3개 타겟 선정) 

 기타 

 2017.08 피하주사 제형 의약품 개발 위한 탐색 연구 임상 1상 개시 

7) BMS 계약 관련 

 2017.09 면역항암제 관련 최대 11개 타겟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 계약 체결 

 Opdivo 관련 

 2018.10 anti-CD-73 항체 후보물질(BMS-986179)에 대해 단독 및 Opdivo 병용 임상 1/2a상 환자 투약 개시 

 - Opdivo 고형암 대상 피하주사 제형 개발을 위한 임상 1/2상 연구 설계 중 

 2019.10 Relatlimab-Opdivo 병용요법 피하주사 제형 개발 임상 1상 개시 

8) 알렉시온 계약 관련 

 2017.12 최대 4개 타겟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 계약 체결(현재 2개 타겟 선정) 

 ALXN1810 관련 

 2018.08 ALXN1810(Ultomiris/ALXN1210 피하주사 제형) 개발을 위한 임상 1상 개시 

 2020.01 ALXN1810 임상 2상 설계 계획 발표 

9) 아젠엑스 계약 관련 

 2019.02 
최대 3개 타겟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 계약 체결 
(현재 2개 타겟 선정: efgartigimod/ARGX-113, ARGX-117) 

 ARGX-113 관련 

 2019.07 efgartigimod(ARGX-113) 피하주사 제형 개발 임상 1상 개시 

 2019.12 임상 1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투약시간 1분, 2주 1회 제형 개발 가능성 발표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2020년 1분기 기준 임상 1상 진행 또는 완료 파이프라인 현황 

파이프라인 개발사 

Efgartigimod 아젠엑스 

ALXN1810 알렉시온 

Opdivo(nivolumab) BMS 

Anti-CD73 BMS 

Relatlimab BMS 

Tecentriq(atezolizumab) 로슈 

Ocrevus(ocrelizumab) 로슈 

미공개 일라이 릴리 

미공개 미공개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 주: 2020년 중 최소 5개 이상 추가 임상 1상 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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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8 2019 2020F 2021F 2022F 

자산총계 71.4 86.0 93.8 107.5 142.9 

유동자산 58.3 65.2 73.6 87.9 123.7 

현금및현금성자산 8.9 4.4 6.1 12.8 35.5 

매출채권 1.8 1.0 1.3 1.7 3.6 

재고자산 0.5 0.9 1.1 1.5 3.2 

비유동자산 13.1 20.8 20.2 19.6 19.2 

유형자산 11.7 19.2 18.6 18.1 17.5 

무형자산 0.6 0.7 0.7 0.6 0.6 

투자자산 0.4 0.1 0.1 0.2 0.3 

기타금융업자산 0.0 0.0 0.0 0.0 0.0 

부채총계 4.7 15.8 17.5 19.9 31.8 

유동부채 2.5 11.4 12.3 13.5 19.1 

단기차입금 0.3 3.1 2.6 2.2 1.9 

매입채무 1.6 1.0 1.3 1.7 3.7 

유동성장기부채 0.0 0.0 0.0 0.0 0.0 

비유동부채 2.2 4.4 5.3 6.4 12.7 

사채 0.0 0.0 0.0 0.0 0.0 

장기차입금(장기금융부채 포함) 1.5 1.1 0.9 0.8 0.7 

기타비유동부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66.7 70.2 76.2 87.6 111.2 

자본금 6.9 6.9 6.9 6.9 6.9 

자본잉여금 71.3 75.4 75.4 75.4 75.4 

기타자본 0.9 0.9 0.9 0.9 0.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0 0.0 0.0 0.0 0.0 

이익잉여금 (12.5) (13.2) (7.3) 3.8 26.9 

지배주주지분 66.6 70.0 75.9 87.0 110.2 

비지배주주지분 0.1 0.2 0.3 0.6 1.0 

*총차입금 1.8 5.8 5.7 5.9 8.7 

*순차입금(순현금) (50.7) (56.1) (63.6) (76.6) (103.5)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8 2019 2020F 2021F 2022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1) 9.1 8.7 14.2 28.2 

당기순이익 (7.1) (1.7) 6.0 11.4 23.6 

유형자산상각비 0.5 0.9 1.5 1.4 1.4 

무형자산상각비 0.0 0.0 0.1 0.0 0.0 

외화환산손실(이익) (0.2) 0.3 0.0 0.0 0.0 

자산처분손실(이익) 0.0 0.0 (0.0) (0.0) (0.0) 

지분법, 종속, 관계기업손실(이익) 0.0 0.0 0.0 0.0 0.0 

운전자본변동 (3.2) 9.0 0.9 1.0 2.9 

(법인세납부) (0.1) (0.2) (1.9) (3.6) (7.4) 

기타 1.0 0.8 2.1 4.0 7.7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8) (22.0) (6.7) (7.2) (8.0) 

유형자산의증가(CAPEX) (7.2) (8.2) (0.9) (0.9) (0.9) 

유형자산의감소 0.0 0.0 0.0 0.0 0.0 

무형자산의감소(증가) (0.2) (0.2) 0.0 0.0 0.0 

투자자산의감소(증가) 0.0 1.0 (0.0) (0.0) (0.2) 

기타 (15.4) (14.6) (5.8) (6.3) (6.9) 

FCF (19.6) (2.6) 5.9 11.0 19.6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5.4 8.6 (0.4) (0.2) 2.4 

차입금의 증가(감소) 1.8 2.3 (0.1) 0.1 2.8 

자기주식의처분(취득) 0.0 0.0 0.0 0.0 0.0 

배당금 0.0 0.0 0.0 0.0 0.0 

기타 33.6 6.3 (0.3) (0.3) (0.4) 

기타현금흐름 0.0 0.0 0.0 0.0 0.0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의증가 0.0 0.0 0.0 0.0 0.0 

환율변동효과 0.2 (0.3) 0.0 0.0 0.0 

현금의증가(감소) 3.7 (4.5) 1.6 6.8 22.7 

기초현금 5.2 8.9 4.4 6.1 12.8 

기말현금 8.9 4.4 6.1 12.8 35.5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포괄손익계산서 
12월 결산 (십억원) 2018 2019 2020F 2021F 2022F 

매출액 13.7 29.2 38.0 49.2 104.9 

증가율 (%) 13.2 113.3 30.2 29.3 113.3 

매출원가 11.7 18.1 15.4 17.3 36.8 

매출총이익 2.0 11.1 22.6 31.9 68.1 

매출총이익률 (%) 14.3 38.0 59.4 64.9 64.9 

판매관리비 9.6 13.4 15.6 18.0 38.4 

영업이익 (7.7) (2.3) 7.0 13.9 29.7 

증가율 (%) 적지 적지 흑전 98.1 113.3 

영업이익률 (%) (55.9) (7.7) 18.5 28.3 28.3 

영업외손익 1.6 0.6 0.9 1.0 1.3 

금융손익 0.8 0.7 0.8 0.9 1.2 

기타영업외손익 0.8 (0.2) 0.1 0.1 0.1 

종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0.0 0.0 0.0 0.0 0.0 

세전계속사업이익 (6.0) (1.7) 7.9 15.0 31.0 

법인세비용 1.0 0.1 1.9 3.6 7.4 

계속사업이익 (7.1) (1.7) 6.0 11.4 23.6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7.1) (1.7) 6.0 11.4 23.6 

증가율 (%) 적지 적지 흑전 89.2 107.2 

순이익률 (%) (51.6) (5.9) 15.8 23.1 22.5 

(지배주주)당기순이익 (6.9) (0.7) 5.9 11.1 23.1 

(비지배주주)당기순이익 (0.2) (1.0) 0.1 0.2 0.5 

총포괄이익 (7.1) (1.7) 6.0 11.4 23.6 

(지배주주)총포괄이익 (6.9) (0.7) 2.4 4.6 9.6 

(비지배주주)총포괄이익 (0.2) (1.0) 3.6 6.8 14.0 

EBITDA (7.1) (1.3) 8.5 15.4 31.2 

증가율 (%) 적지 적지 흑전 80.6 102.2 

EBITDA 이익률 (%) (51.9) (4.4) 22.4 31.3 29.7 

주: 영업이익은 2012년 개정 K-IFRS 기준(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 2018 2019 2020F 2021F 2022F 

EPS (당기순이익, 원) (528) (126) 430 813 1,684 

EPS (지배순이익, 원) (513) (51) 422 796 1,650 

BPS (자본총계, 원) 4,856 5,052 5,446 6,258 7,942 

BPS (지배지분, 원) 4,851 5,036 5,421 6,218 7,868 

DPS (원) 0 0 0 0 0 

PER (당기순이익, 배) (54.2) (532.1) 468.0 247.8 119.6 

PER (지배순이익, 배) (55.8) (1,313.0) 477.6 252.9 122.1 

PBR (자본총계, 배) 5.9 13.2 37.0 32.2 25.4 

PBR (지배지분, 배) 5.9 13.3 37.2 32.4 25.6 

EV/EBITDA (배) (43.8) (682.4) 323.0 178.0 87.2 

배당성향 (%) 0.0 0.0 0.0 0.0 0.0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0.0 

수익성      

EBITDA 이익률 (%) (51.9) (4.4) 22.4 31.3 29.7 

영업이익률 (%) (55.9) (7.7) 18.5 28.3 28.3 

순이익률 (%) (51.6) (5.9) 15.8 23.1 22.5 

ROA (%) (12.4) (2.2) 6.7 11.3 18.8 

ROE (지배순이익, %) (12.9) (1.0) 8.1 13.7 23.4 

ROIC (%) (75.4) (16.2) 32.7 66.6 131.5 

안정성      

부채비율 (%) 7.0 22.5 23.0 22.8 28.6 

순차입금비율 (%) (76.0) (80.0) (83.5) (87.5) (93.1) 

현금비율 (%) 359.9 38.8 49.3 94.9 186.3 

이자보상배율 (배) (311.6) (11.9) 24.4 48.3 82.4 

활동성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8.8 266.3 (11.6) (15.8) (84.8)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9.2 8.5 9.7 9.8 8.1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41.7 17.5 11.0 11.0 9.1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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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

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동건)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

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

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

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

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일자 투자 의견 목표 주가  괴리율 (%) 

  (원) 평균 최고/최저 

2020년 05월 06일 매수 140,000 28.6 45.1 

2020년 05월 28일 매수 260,000 - - 

     

     

     

     

     

     

     

     

     

     

     

     

     

     

     

     

     

     

     

     

     

주: 목표주가 괴리율 산출 기간은 6개월 기준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 
목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섹 
터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신한금융투자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0년 05월 26일 기준) 

매수 (매수) 92.09% Trading BUY (중립) 2.26% 중립 (중립) 5.65% 축소 (매도)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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