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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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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ummary
대규모 M&A 부재. 공동연구는 다수 계약. 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
• 전반적인 기술거래 전년동기 대비 하락. 컨퍼런스 비대면 개최 지속 및 대규모 M&A 소식 부재로 주목도 다소 떨어졌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요 높아 기술도입 활발 전망.
• 지난해에 비해 밸류에이션 부담 언급 없었으나, 대규모 합병 보다는 소규모($10~$15bn) 인수 합병을 대부분 염두하고 있고
초기 파이프라인을 낮은 가격에 선호.
• 주요 품목 특허만료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 도입 예정.
• 세포/유전자 치료제, xRNA, 유전자 편집 등의 혁신 신규 모달리티에 대부분 관심 높았음.

CDMO 분야에서도 코로나 종식 이후 신규 성장 동력으로 세포/유전자를 꼽았음.
• 바이오텍 펀딩 증가로 R&D 파이프라인 확대, 세포/유전자 분야 연구 활성화 및 복잡한 생산 시설로 높은 아웃소싱 비중 등으로
성장 지속 전망
• 신규 모달리티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M&A 비용 증가 전망.

시사점: 경쟁력과 차별점을 가진 혁신 세포/유전자, xRNA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 필요
• 빅파마의 풍부한 자금 상황이 단순이 국내 바이오텍에 기술 도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세포/유전자, xRNA, 이중항체, 뇌 질환, 혁
신 면역항암제, 등의 신규 모달리티 확보, 혹은 빅파마 주요 물질 특허만료를 대비할 수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업체가 유리.
• TPD, xRNA,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개발 기업들은 국내 비상장 업체에 다수 포진되어 있어, 임상 개발 노하우를 갖춰가는 국내 제약사 및 대
기업 계열사들과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
• 공급측면에서도 생산 노하우, 생산 효율 개선, 신속한 생산, 선제적 투자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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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5

제약/바이오
제목

JPMHC 기간 주요 소식
◎ ’22년 J.P모건 컨퍼런스 비대면 개최. 기간 중 대규모 인수합병 소식도 없었음
• 컨퍼런스가 비대면으로 개최 되었고, 주요 M&A 활동도 부재해 주목을 끌지 못했음.
나스닥 바이오텍(NBI) YTD 수익률 -8%로 나스닥 지수 -2%p 언더퍼폼.
코스닥 제약 지수도 -8% 하락하며, 코스닥 지수를 -1% 언더퍼폼.
• 연초부터 JP모건 컨퍼런스 기간 동안 기술거래는 M&A 감소 등의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하락.

주요 제약/바이오 M&A 추이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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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1/1~1/14일까지 글로벌 기술 거래와 인수, 공동연구 등 포함
자료:Cortellis,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제목

JPMHC 기간 주요 소식
◎ 소규모의 파트너쉽/공동연구 활발
• 컨퍼런스 기간 중 거래된 1/3은 공동연구 방식이었으며, 계약금 받은 거래의 2/3는 전임상 연구 협업이었음.
• 신규 모달리티 기술에 20건의 공동연구
• 신규 공동연구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집중되었음.

컨퍼런스 기간 중 파트너쉽의 유형
25

컨퍼런스 기간 중 모달리티별 리서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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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ioCentury,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ioCentury,키움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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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JPMHC 기간 주요 소식
◎ 종양, CNS, 세포/유전자 편집 라이센싱은 다수 거래되며,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기술 수요 높다는 점 재
확인. 관련 CDMO 중장기적으로 수요 증가 예상.
• Pfizer/Beam: 유전자 편집 분야 간, 근육, 중추신경질환 계약(계약금 $300mn).
• Acadia/Stoke: RNA 기반 희귀 유전자 CNS 치료제(계약금 $60mn)
• BMS/Century: 최대 4개 iPSC 기반 동종 세포 치료제. 혈액암/고형암(계약금 $100mn+지분 $50mn 투자)
• Moderna/Carisma: 12개 in vivo CAR-M 암 치료제. (계약금 $40mn+전환 사채 $35mn)
• Biontech/Crescendo: mRNA 항체 기반 및 엔지니어링 된 세포 치료제 (계약금 $40mn)
• Bayer/Mammoth: in vivo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 시스템 공동연구 (계약금 $40mn)

• Takeda/Adaptate: 감마델타 T세포 인게이저 플랫폼 (금액 비공개)
• Castle Creek: Novavita Thera: 전임상 희귀 간, 대사질환 in vivo 유전자 치료제 (금액 비공개)
• Sanofi/ABLBio: 파킨슨병 이중항체 치료제 ABL 301 기술이전. (계약금 약 900억원)
• SK/Biochestra: miRNA 타겟 치료제 뇌전증 및 여러 중추신경질환 (금액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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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1

해외 기업 발표_빅파마,
바이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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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파마 Summary
빅파마들의 기술 도입, 인수합병 수요 재확인
• 지난해 컨퍼런스에서 빅파마들은 바이오텍의 밸류에이션이 높아 인수합병/기술도입 관련하여 보수적인 입장의 언급이 많았으나,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오히려 소규모(< $10bn~$15bn) 거래 활발할 것을 시사. (메가 딜은 규모의 리스크가 있어 대부분 비선호)
• 과학적 기반 자료만 튼튼하다면 초기 파이프라인의 낮은 가치로 확보할 수 있어, 초기 물질을 선호하기도 함. 다만, 그럴 경우 빅파
마가 그 초기 물질에 대한 인프라/전문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 (예, 화이자-RNA 초기 물질 도입)

주요 품목의 특허만료는 다양한 전략으로 방어 계획.
• 빅파마의 주요 신약 제품의 특허만료를 대비하기 위해서 병용, 복합제, 제형 개선, 적응증 추가 등 시밀러/제네릭 침투 방어 계획.
• 특허만료를 대비하여 활발한 기술 도입 전망

주요 관심사: 세포/유전자, xRNA, 유전자 편집 등의 혁신 신규 모달리티.
• 주요 투자 영역은 세포/유전자, RNA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물질 선호.
• 종양, 뇌 과학, 심혈관/대사, 면역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대부분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원했음. 지역 다변화도 역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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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J&J
◎ 2022년 우선순위
• 1) 컨슈머 분할(‘23년까지), 2) 파이프라인이 중장기 실적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3) 의료기기 성과 개선
• 매년 5%씩 성장하여 ‘25년 제약 사업 매출액 $60bn 도달 목표.

◎ 컨슈머 분할로 기존 사업부 속도 둔화 우려에 대해?
• 분할로 인한 기존 사업 속도 둔화 우려 일축.

◎ 당면한 특허 주기 관련하여 중장기 성장 지속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 과거 레미케이드 사례에서 J&J가 매출 하락을 방어한 노하우 보유. 오히려 시장 성장 두 배로 늘렸음.
• 파트너쉽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제품 및 파이프라인 보유에 집중. 더 활발한 파트너쉽 기회 발굴할 것. 기존 제품 가치
극대화 및 파이프라인 강화로 신제품 출시.

• ‘20년 기록적인 R&D 투자 달성. ‘21.3분기까지 ‘20년 연간 초과하는 R&D 투자 진행.
• 기존 제품 Darzalex, Erleada, Tremfya, Imbruvica 등의 병용, 제형 개선, 적응증 추가로 기존 제품 매출 확대

◎ 제약 사업은 파트너쉽과 인수를 통해 성장해왔는데, 여전히 유사 방식을 선호하는지 혹은 3~4년 후 특허만료
를 대비하여 다른 방식을 준비하는지?
• 제약 사업 ‘25년 $60bn 목표는 내부 성장(inorganic growth)을 제외한 것임.
• 개념증명(Proof-of-concept) 이전인 초기에 기회 발굴 및 개념증명 이후에는 $10bn~$15bn 규모의 합병 가능. 더
큰 규모의 기회도 배제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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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J&J
◎ 2022년 주요 기대 신제품 :
• 첫 BCMA CAR-T 치료제 CARVYKTI 올해 출시 희망. CARVYKTI와 DARZALEX 병용으로 다발성 골수종 치료 패러
다임 전환 기대. CARVYKTI가 Best-in-class BCMA CAR-T가 될 수 있음. 완전관해(CR) 80% 기록.
• 자가면역 FcRN 항체 치료제 Nipocalimab 기대. 적응증 확대 계획.
• cMET x EGFR 이중항체 RYBREVANT 이미 승인 받음. 동사의 첫 이중항체 제품.
레이저티닙과 병용은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새로운 표준 치료제가 될 것.
• TARIS 플랫폼도 기대.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실리콘 기반 약물 전달 장치 플랫폼으로 첫 적응증은 방관
암이 될 것. Balversa와 병용 계획.

(키움 코멘트)

바이오시밀러 - ’21년 전세계 매출액 $9.6bn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버스터 제품 스텔라라(미
국 특허만료 ’23.9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시장의 우려가 있었으나, 과거 레미케이드 사례 언급. 레미케
이드 독점금지 소송에 화이자-J&J 합의(’21.7)하였으나, 초기 미국 시장 진출 탄력 둔화를 경험한 바 있
음. 이번 스텔라라 시밀러 침투 방어에도 다양한 전략을 펼쳐 시밀러의 침투 속도 느릴 수 있으나,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점진적인 미국 시장 침투를 경험한 바 있어 기대감 낮아져 있는 상황.
파트너쉽- 특허만료를 앞두고 지속 성장을 위한 파트너쉽과 스몰딜(인수합병) 강조.
J&J의 기술 도입 증가 전망되며 이는 국내 바이오텍 업체들에도 우호적인 상황.
신제품- J&J의 첫 이중항체 치료제 리브레반트(Rybrevant) 중요 신제품으로 강조. 레이저티닙 병용으
로 표준치료제를 목표해 추후 기대 매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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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 키워드: 스텔라라 시밀러 방어에 자신감. 레이저티닙 표준치료제, FcRN 항체 경쟁 본격화

제약/바이오
제목

Pfizer
◎ 코로나 관련 업데이트
• 3개월 이내 오미크론 관련 업데이트 백신 출시 준비. 일부 수량 생산 시작.
•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올해 1억2천만건 치료 가능(=36억정).

◎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제품 매출이 얼마나 지속 될 지?
• 아무도 알 수 없음. 다만, 대응 가능한 품목을 보유하고 있음.

◎ 사업개발(BD) 활발히 활동. 3상 단계 파이프라인 보유 업체 인수(예, Arena)에 대한 위험 요소 ?
• 위험 요소를 회피하기 위해서 과학적 접근을 해야함.
• 데이터 발표 전 인수의 장점은 발표 후 경쟁 입찰하지 않아도 되어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음.
또한, 예를 들면 $5bn 이라면 리스크 감안하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계약 가능하지만, $50bn이라면 쉽지 않음.

◎ RNA 관련 거래에 대한 화이자의 접근 방식
• mRNA가 게임 체인저로 생각함. 관련 전문가와 인프라 시설이 있어 확장 개발하기로 결정.
• Acuitas로부터 10개 타겟에 대한 LNP 기술 도입.
• mRNA 항암백신 관련 개발이 많아지는 추세. 동사는 AAV 유형의 항암 백신 보완하기 위한 내부 노력 중이며, 이제
RNA 기술도 확보한 상황.
• 유전적 질병이나, 희귀질환 분야에 유망 기술임.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RNA와 LNP 기술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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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Pfizer
◎ BD 관련해서 더 큰 거래를 고려하는지?
• 규모는 크게 상관없음. 비용 시너지가 중요.(예, 2개사 합치며 연구 센터 폐쇄, 제조시설 폐쇄 후 다시 설립 등)
• ‘26~’30년 성장 동력이 되거나, 새로운 과학(new science) 분야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 코로나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 보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
• 라이센싱 계약은 대부분 R&D 비용으로 발생. 매출 증가에 따른 R&D 비용도 증가. 신약 물질 발굴에서는 AI를 활용
하여 물질 발굴에서 신약 설계까지 진화 중.

(키움 코멘트)

기술 도입 계획 -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증가 → R&D 비용 증가 → 기술 도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다만, 기술 도입시 임상 발표 전 낮은 가격에 도입을 선호. 기업 인수 또한 임상 발표 후 상승한 주가에
서 인수는 비싸다(over pay)고 생각함. 다만, 기술 외부 도입 외에도 화이자 내부(in-house) 신약 발
굴 및 개발, AI 활용한 신약 발굴하고 있어 바이오텍은 글로벌 혁신 신약 수준 경쟁 차별화 및 적정 가
격이어야 화이자와 협업/기술이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선점한 RNA 입지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기술 적극 도입 중이며, 이미 갖춰진 전문 인력 + 생산 시설
설비와 시너지 기대.
#관련 키워드: 데이터 발표 전 초기 물질 선호, 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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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Merck
◎ 양호한 실적 성장세
• 3분기말 연초 대비 매출 성장 +13%, EPS 성장률 18% 기록. 4분기 및 ‘22년에도 실적 모멘텀 이어질 것으로 기대
• ‘25년까지 강한 성장 지속. 이익률 43% 초과 예상. ’25년까지 종양학의 시장 리더가 될 것.

◎ 주요 전략적 파트너쉽
• 재무상태가 양호하여, 초기부터 후기 파이프라인까지 공격적인 도입 가능.
• 좀 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음
• 향후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경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

머크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쉽

머크 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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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erck,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Merck,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제목

Merck
◎ 파이프라인 우선 순위 및 다른 치료 영역으로 이동에 초점
• 항암제 시장 리더위치 유지(키트루다, 린파자, 렌비마 등), 백신 고성장세(가다실, 폐렴구균 백신 등).
• 여성암으로 확장(유방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등) 및 초기 치료 라인으로 확장.
• 키트루다 주요 병용: TIGIT, LAG-3, CTLA-4, LoT4, 사이토카인.
• 이 외 다른 종양학 분야에도 투자: ADC, KRAS, BTK억제제, 이중항체, 다중 특이적 항체

• NASH 관련 SRNA 프로그램, 경구용 PCSK9 억제제 MK016도 개발에 진전.
• 정신 분열증치료 내성 우울증, 알츠하이머 프로그램 보유 중 및 HIV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면역학 확장에 노력.
• Dragonfly와 협력하여 다중 특이적 항체 보유. ADC 관련 여러 협력/파트너쉽 통해 프로그램 보유 중.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mRNA/sRNA 프로그램 개발 중.

키트루다 특허만료 전략

키트루다 특허만료 대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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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Merck
◎ 머크 주가가 키트루다에 집중되어 보임. 가치 실현 가능한 다른 수단이 있는지?
• 지난해 많은 기술 도입 및 인수를 추진함.

(예, Pandion $1.9bn 자가면역 파이프라인 확보, Acceleron $11.5bn 인수하여 심혈관 파이프라인 강화)

◎ 매년 $11bn~$14bn 규모의 인수를 하였는데, 향후 5년에는 키트루다 특허만료가 가까워지면서 인수 금액 규
모가 증가할 가능성 있는지?
•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음. 더 큰 규모의 딜도 가능함. 다만, 시너지가 나거나, 성장 기회를 보고 있음.

◎ 키트루다 경쟁에 대한 생각?
• PD-1이 저렴하다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 않음. 데이터 중심의 시장이며, 동사의 PD-1이 매우 강력하다고 확신.
• 현재 34개의 적응증, 미국에서만 16개 다른 종양 유형에 걸쳐 있음. 최소 10개 병용과 7개 단독 요법 연구도 보여줌.
• 또한, 키트루다는 선제적으로 여성암/전립선암에서 보조요법(adjuvant)로 이동 중.
• 미국에서 승인 받기 위해서 반드시 표준치료제와 비교해야 하는데, 키트루다가 표준 치료제임.

(키움 코멘트)

올해 중국 기업 BeiGene의 PD-1 항체 Tislelizumab이 7월 PDUFA로 경쟁 심화 및 키트루다 특허만
료 대응 방안으로는 새로운 병용, 복합제형, 전달 방식, 추가적인 면역항암제 접근, 면역항암제 외에 새
로운 기전 접근 등이 있으며, 치료제 분야에서는 백신/심혈관/뇌 과학/자가면역을 언급함. 고성장 실
적이 지속되고 있어, 자금 상황도 여유로운 편으로 ’22년에도 인수합병 및 기술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키트루다 특허만료 및 경쟁이 가장 우려 스러운 대목이 되고 있어, 머크가 이를 미리 준비하려는
모습. 국내 바이오텍에는 우호적인 상황이며, 종양학을 공고히 할 수 있는 ADC, 이중항체 등과 같은 분
야이거나, 뇌 과학과 같은 다른 치료제 영역 등이 가능성 높을 것으로 추측.
#관련 키워드: 키트루다 특허만료 대비 중, 기술 도입 증가 예상

17

제약/바이오
제목

Eli Lilly
◎ 최근 주요 업데이트 사항
• 알츠하이머 후속 항체 N3pG4 혁신치료제 지정. 용량이 더 낮고, 면역원성 감소 및 피하 투여도 가능. ’22년말까지 pivotal 연구
개시 예정.
•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 능력을 가지고 용량도 낮은 Bamlanivimab 긴급사용승인 신청 시작.

◎ R&D 투자 계획
• siRNA와 같은 뉴클레아제 기반 의약품 관심. 염증성 장질환(IBD) 파이프라인 도입 추진.

◎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우선 순위와 초점의 변화?
• 변화라기 보다는, 아밀로이드의 제거가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입증 후에 임상을 진행해야 함.
• 환자 선택도 중요. 10년간 PET에 투자. 아밀로이드와 PET을 모두 검출하는 P-tau217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 보유.
• 아밀로이드와 타우 PET 스캔 모두 승인.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는 환자를 먼저 선별하고 추후에 PET 스캔을 사용하여 비용을 감
소하고, 절차 속도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
• 알츠하이머 질병 관리 약 7년 소요. 돌봄 케어에 중장기 투자 계획.

◎ 당뇨병 치료제 Tirzepatide
• GLP-1 시장 정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주사 투여가 가능한 환자의 약 절반이 이미 GLP를 받고 있어, 다시 두 배 성장은 어렵
다고 언급. 다만, 상당히 오랜기간 점진적 성장은 가능하다고 말함.
•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 지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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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Eli Lilly
◎ 면역학 전략
• ’23년말까지 자가면역질환 4개의 중요한 의약품 칠요.
비TNF 치료제로는 Taltz, 올루이먼트 원형 탈모증으로 출시 예정. JAK억제제 lebrikizumab, mirikizumab이 있음.
• 염증성 장질환 분야는 아직 성숙기에 도달하지 않았음. 건선 분야는 성숙 및 포화 분야. TNF분야가 IBD에 많이 활용되나 최근
IL-23도 시도 중. 자체적인 파이프라인 외에도 외부 물질 살펴보고 있음.

◎ 주요 포트폴리오
• 비만, mRNA, 치매, 핵산(mRNA, siRNA 등). 전임상 포트폴리오의 20%는 핵산 치료제 기반임.
• mRNA는 훌륭햔 백신 플랫폼. siRNA는 단일 유전 질환을 1회 6개월~3개월 치료 가능해 집중해서 보고 있음. 특히, 동사가 대사
성 질환과 신경퇴행성 질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

(키움 코멘트)

기존 당뇨 특화 기업에서 점차 대사성 질환과 퇴행성 신경질환 특히 알츠하이머 쪽에 집중 투자하고 있
다는 것이 특징. 대사성 질환과 CNS 분야에 과학적 지식,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어 향후 관련 파이프라
인 활발한 도입이 예상. 알츠하이머 분야 단클론 항체 → BBB투과률 높인 항체 → xRNA 기반 치료제
로 기술 이동이 전망됨.

#관련 키워드: 대사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기반의 xRNA. IBD 치료제 도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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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Novartis
◎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
• ’20~’26년까지 연평균 4% 성장. 20개 이상의 자산이 ‘30년까지 1조원 이상 매출 달성.
• 19~20% R&D 투자 및 매년 평균 2~3개 신약 승인(‘18~’21). 최근 10개 이상의 평균 $2bn 딜(deals) 체결.

◎ 주요 기술 집중 분야.
• 치료영역: 심혈관, 면역학, 뇌 과학, 혈액/고형암, 호흡기/안과 (in house 파이프라인)
• 기술 플랫폼: TPD(Targeted Protein Degrader),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RLT(방사선리간드), xRNA (중장기를 위한 투자
분야)
• 다양한 지역으로 다양화. 현재 미국 유럽 이머징(중국)

주요 성장 전략

치료제별, 기술별, 지역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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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Novartis
◎ ‘20~’26년 성장 전략
• 혁신 신약으로 성장 기대.
• 기대 신약: Cosentyx, Entresto, Zolgensma, Kisqali, Keslmpta, Leqvio
• 특히, 연 2회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 수 조원의(multi billion dollars) 매출 기대.

◎ ’26년 이후 성장 분야.
• 보유 파이프라인의 출시로 지속 성장 기대. 블록버스터 가능성 높은 2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 보유.
• 의료 언멧 니즈가 높은 분야의 혁신 치료제 기술 도입 찾고 있음. (예, Gyroscope과 1회 황반변성 위축 유전자 치료제,
BeiGene과 고형암 TIGIT 파이프라인 옵션 행사)

수 조원 매출 가능한 주요 제품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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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Novartis
◎ 제약사의 플랫폼 변화 시작
• 플랫폼 변화가 시작되었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록 오랜기간 살아 남을 것.
• ’20년 바이오로직+새로운 기술 분야를 ’30년 50% 이상으로 확대 예정. 기존 저분자 치료제는 73%에서 절반 이상 감소 예정.
• 기업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10bbn 이하의 인수합병, 기술 도입 고려 중.

◎ 렉비오 J코드 올해말 이후에 가능하고, 미국 출시는 미정인데 ‘22년 예상 매출은?
• 매출 가이던스는 주지 않겠지만, 신약은 시간이 소요됨. 파트B, 보험 등 등재 중.
• 타 PCSK9 억제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 투여해야 하기 때문. 비용도 높음. 반면 렉비오는 1년에 2회
30~60초간 피하 투여 방식으로 환자 편의성 높음

(키움 코멘트)

렉비오(인클리시란, siRNA 고지혈증 치료제) 단기 매출 급증보다는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
이며, 노바티스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음. 관련 CMO 중장기 수혜 전망.
중장기 지속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세포/유전자 치료제 상용화 제품 경험 및 siRNA 출
시 등의 노하우를 보유. 저분자 비중은 축소되고, 신규 모달리티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에 산업적 변화의
의미가 있음. 게다가 노바티스는 지난해 로슈 지분 매각(약 $20.7bn)으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
으며, 대규모 인수합병 보다는 $10bn 이하의 인수합병 및 기술도입 추진 계획. 활발한 기술 도입이 예
상되며, 그 분야는 동사가 중점으로 하는 TPD, xRNA,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이 될 것으로 전망.
#관련 키워드: 렉비오 중장기 성장, 활발한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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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Novartis

신규 기술 플랫폼 현황

자료: Novartis,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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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EQRx
◎ 기업 개요
• 합리적인 가격으로 혁신 의약품 제공. 규모의 경제 가능.
• 2개 주요 파이프라인 : 3세대 EGFR 억제제 Aumolertinib. PD-L1 항체 Sugemalimab

◎ Aumolertinib (3rd EGFR 억제제)
• 항암 보조제(adjuvant setting) 데이터와 다양한 인종 임상 시험도 할 것임.
• 랜덤화 된 여러 곳에서 미국 임상 진행할 예정.
Aumo 단독 vs Chemo와 병용. 타그리소와도 비교.

◎ 비즈니스 전략. 신약 도입과 높은 확률.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가격.
• 서구/아시아 등의 제약바이오 업체에서 파이프라인 도입 예정
• 동등하게 좋거나 더 나은 Best-in class, 새로운 몰레큘도 할 것. 5개의 파트너사와 신약 후보물질 발굴 중.
• 50~70%의 높은 임상 확률. (예, Nature에서 임상에 진입한 모든 키나아제의 임상 확률은 44%)
• 높은 임상 성공 확률은 적은 임상 실패 비용 부담으로 이어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의약품 제공.

◎ 신약 승인 신청 전략.
• 일부 중국 데이터는 채택이 될 것이나,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여 준비 중.
• 특히, Aumolertinib 3상 데이터 보유하고 있으나, 추가 다양한 인종도 포함 시킬 것. 신청 올해 2분기이며, 미국 뿐만 아니라 다
른 지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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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EQRx
3세대 EGFR 억제제 내용 소개

자료: EQR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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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EQRx

[ Aumolertinib 내용 정리 ]
• 장쑤 한소 약품 그룹 3세대 EGFR 억제제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소폐암 EGFR TKI 치료 내성 환자
대상 중국 출시(‘20.4)
• EQRx가 중국 이외 지역 기술 도입
• ’21.6월 Aumolertinib과 화학요법 vs 단독 EGFR 진행성/전이성 NSCLC(n=624) 1차 치료제 중국 3상 개시. ‘26.1월 종료 예정

• ASCO 2021에서 Aumolertinib과 Gefitinib 1차 치료 비교 3상. PFS 19.3개월 vs 9.9개월 발표.
(참고, 타그리소와 게페티닙 1차 치료 PFS 18.9개월 vs 10.2개월)
• 터닝포인트와 Aumolertinib+Elzovantinib 병용 EGFR 변이 MET 증폭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미국 1b/2상 ‘22년 개
시 예정. 미국 FDA IND 보류 중.
• ‘16.12월 약 300명 대상 진행성/전이성 NSCLC 환자 대상 미국 ½상 개시. ‘19.11월 종료로 예측되었음.

(키움 코멘트)

EQRx는 저가의 의약품을 대량 공급 계획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 3세대 EGFR 억제제 약물인 AZ의
타그리소나 향후 출시를 준비하는 J&J/유한양행/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 경쟁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만, 타그리소, 레이저티닙은 다양한 인종이 포함된 임상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반면
EQRx는 중국 데이터만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인종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글로벌 출
시를 준비하기 위해 EQRx는 미국 임상을 계획하고 있어 경쟁물질의 출시 시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예상.
#관련 키워드: 유한양행/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 경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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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이외
◎ Amgen
• 5개 바이오시밀러 출시하며, 시밀러 주력. 휴미라 시밀러 암제비타 ’23.1월말 미국 출시 예정이며, 스텔라라, 아일리아, 솔리리스
등도 퍼스트 무버 준비.
• 신약 분야에서는 폐암 치료제 루미크라스(KRAS G12C 억제제), BITE 이중항체 등 성장 주력 품목 예상
• 중장기 성장 분야로 염증(항 OX40 항체), 심장(siRNA 치료제 등)가 있으며, AI 통해 undruggable 타겟 찾고자 함.

◎ Gilead
• 종양 파이프라인 ‘19년 전체 매출의 5%에서 ‘30년 1/3 이상 될 것.
• ADC 치료제인 Trodelvy와 CAR-T 치료제 Yescarta 성장 중.

◎ BioNTech
• 3월즘 변이 백신 출시 기대.
•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mRNA 기술 적용. (감염, 자가면역, 심혈관, 뇌, 재생 등)

◎ Novavax
• 백신 미접종자, 변이 바이러스 및 부스터샷, 소아 접종 등 기대. (6개월 영아부터 12~17세 청소년 확장 목표)
• 부스터샷은 homologous/heterologous 둘 다 사용. 이전 접종과 동일 백신/ 다른 백신 부스터샷 가능.
• ’22년 생산 목표 2b doses 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인 1.1b doses는 WHO의 COVAX 공급.
• 미국 긴급승인 신청 준비 완료. 한 달 내로 정식 신청 예정.

◎ Seres
•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SER109 C. difficile 감염증 신약 신청 ‘22년 중반 목표.
• CMC 경쟁력 강조. 자체 GMP 갖추고 있고, Bacthera와도 협력하고 글로벌 생산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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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art III-2

해외 기업 발표_CD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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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DMO Summary
CDMO 산업 지속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 표출
• 주요 요인 1) 바이오텍 펀딩 증가로 R&D 파이프라인 확대, 2) 세포/유전자 분야 연구 활성화되고 있으나, 복잡한 생산으로 인하여
아웃소싱 비중 높음, 3) 글로벌 제약사들의 아웃소싱도 증가세
• 코로나 종식 이후에 공급 과잉에 대한 일부 우려 있었으나, 위와 같은 요인으로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경쟁도 심화되면서 각 업체는 성공적인 규제기관 통과 노하우, 빠른 생산 및 절차 속도, 균일한 품질 등에서 차별화하려고 노력 중.

포트폴리오 다양화, 지역 확대 중.
• 공통적인 요소는 CDMO 분야내에서도 다양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예, 세포/유전자, mRNA, 항체, 저분자 등) 최근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항체만 생산하였으나 멀티 모달리티로 포트폴리오 다양화.
• 코로나19 공급 차질 및 리쇼어링 우려 등 생산 설비 지역 또한 다변화하려는 추세 확인.

대부분 자체 CAPA 등의 투자 중시. M&A등 외부 투자 요소도 중요.
• 자체 생산 플랫폼 확보 및 CAPA 확장, 지역 확장 등의 organic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세포/유전자 분야 성장이 전망되면서, 국내 몇몇 업체들 또한 세포/유전자 CDMO 분야에 뛰어들고 있음. 다만, 미국 FDA 승인된
제품 생산 경험이 많지 않고, 복잡하여 주로 해외사 M&A를 통해 진출하고자 함. 인수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SK팜테코와 같은 대
기업 계열사는 진입 가능하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업체는 쉽지 않거나 인수 업체의 규모가 적을 수 있음.
• 향후 세포/유전자 치료 CDMO 업체만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갖출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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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 비즈니스 현황
• 지난해 J.P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당시보다 ’23.1Q 4공장 가동 목표를 앞당겨 ’22.10월 6만리터 규모 가동 예정. ’23.2Q 풀
GMP 가동 예정. (4공장 이미 글로벌 제약사 3개에서 5개 프로젝트 수주, 20개 글로벌 제약사와 30개 프로젝트 논의 중)
• 1,2,3공장 현재 거의 풀 가동. CDO 플랫폼 개발 중
• 모더나 백신 DP 국내외 수출 중. mRNA 원료(DS)는 ’22.2Q 목표. 그린라이트 임상 시료 생산.

• 멀티 모달리티 5공장은 ‘22년 상반기 착공 예정. ‘23년 완공.
• 바이오캠퍼스 2 부지(10만평 vs 캠퍼스1 8.5만평. 1캠퍼스보다 30% 큰 규모)는 ’22.2Q 매입 예정. 바이오캠퍼스 3은 계획 중.
• 항체 위주에서 mRNA, 세포, 유전자로 확장. 지역도 송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확장. 미국 지역 지속 확장 예정. 유럽도 고려 중

‘21년 달성한 목표

‘22년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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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 비즈니스 업데이트
• ‘21.3분기까지 DS CMO 수주 $1bn 확보. 모든 공장이 거의 풀 가동.

•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실사, 24시간/7일 가동. 짧은 시간 내에 Tech Transfer 실행 등으로 공급망 차질 없이 진행.

◎ ‘22년 하이라이트
• 주요 제약 업체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코로나로 인한 듀얼 소싱 수요 증가로 아웃소싱 우호적 환경.
• 치료제 분야는 항암제/자가면역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질환(CNS)도 확대 중. 특히, 아두카누맙 승인 이후 올해 추가 승인 가능
• 바이오텍 펀딩 증가로 R&D 확대 추세. CDO 수요 확장.

◎ 4공장 경쟁력
• 대부분의 경쟁사보다 40% 빠른 증설 속도. 고객사도 글로벌 제약사로 확대 되고 있음.

CDMO 지속 성장 가능

4공장 CAPA 및 파트너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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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 캠퍼스2 좀 더 구체적인 내용?
• 규모가 캠퍼스1보다 30% 크고, 부지 매입은 ‘22.2Q 예정. 6공장 및 최소 4개의 라지 스케일 설비 계획 중.
• 세포/유전자, mRNA 등의 신규 기술에 대한 오픈이노베이션. 중장기 성장 관점에서 접근 중.

◎ 세포/유전자 분야 진행 상황?
• 모더나 mRNA DP 생산, mRNA DS도 완공 예정.
•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는 항체에 비해 적지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음. 지난해 11월 관련 부지 매입.

(키움 코멘트)

기존에 알려진 향후 계획에서 이번 JPMHC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향후 일정이 공유됨. 4공장 가동 시
기가 올해 4분기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5개 프로젝트 수주 확보되었다는 점 긍정적. 4공장 풀 가동 시기
(’23.2Q)도 언급됨. 4공장, 5공장에 이어 6공장까지 염두해두고 있어 지속 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
음. 항체 분야로만 집중되었던 사업구조가 멀티 모달리티, 지역 확대 등 글로벌 경쟁 트랜드에 맞춰가고
있으며, 리스크 또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경쟁업체들 또한 세포/유전자 분야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세포/유전자 및 멀티 모달리티 CMO에서는 동사만의 차별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
어 보임.
#관련 키워드: 지속 성장,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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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Lonza
◎ CDMO 밸류체인 성장. 더 많은 제약/바이오텍 업체들의 신약을 발굴하기 위해 R&D 파이프라인 도입 증가 →
생산 공정 복잡해짐(세포/유전자, mRNA, 신규 모달리티 등) → 제약사 및 바이오텍 업체 생산 공장 필요
◎ 지난 5년간 CDMO 전문 업체로 변화
• ’16년 CDMO 매출액 CHF$1.9bn → ’21년 상반기에만 CDMO 매출액 CHF $2.5bn

• 과거 5년간 자체 투자(organic growth) CHF $2.8bn, Capsugel 인수 $5.5bn, LSI사업부 분사 CHF 4.2bn.
• 현재 바이오로직스, 저분자, 세포/유전자, 캡슐/health ingrediants 사업부로 구성
• 제공하는 물질의 질(Quality)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균일한 품질 제곰. 생산 속도도 빠름.

과거 5년간 CDMO 업체로의 변화

CDMO 사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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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Lonza
◎ 사업부별 설명
• mRNA: 모더나를 통해 mRNA 생산 플랫폼 보유. 8개월이면 생산 가능. 모더나와 확대 생산 계약 체결.

• 저분자: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30% 차지. 강력한 제품(HPAPI, Highly-potent products)의 원료 8~10% 씩 성장 중. ADC 페이
로드와 같이 복잡한 독성 물질 생산 포
• 세포/유전자: 20년의 GMP 경험으로 네트워킹 잘 되어있음. 동종/자가 세포 치료제, 바이럴 벡터 생산 등 160개+ 고객 확보.바
이오사이언스와 개별 맞춤 의약품 간의 GCT 시너지 추진.
• 캡슐/Health Ingredients: 캐쉬 카우 역할.

◎ 자금 활용 계획
• 자체/내부 투자의 비중 높음, M&A, 배당.
• 중기 Capex 사업부별 비중은 바이오로직이 제일 큼. 디만, 사업부별 투자 금액이 다른 것으로 균등하게 투자 중.
• 타입별 비중은 20% 유지보수, 80% 미래 성장에 투자

론자 투자 현황

론자 사업부별 타입별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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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Lonza
◎ ‘24년 가이던스
• 매출 성장은 낮은 10%대. EBITDA 마진 33~35%.

◎ 한국, 중국 등과의 경쟁 심화되고 있는데, 경쟁 전략은?
• 생산 지역이 다르고, 20년간의 성공적인 규제 허가 생산 노하우. IBEX 생산 플랫폼 보유하여 고객 맞춤형 신속한 생산 가능.(예,
팬데믹 상황에서 모더나에 생산하여 제공. 빠르게 투자하여 8개월만에 생산).

◎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코로나 항체 생산 감소할지?
•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작은 규모의 바이오텍과 대규모 제약사들이 고객사임. 바이오텍에 펀딩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제약사
들의 아웃소싱 증가 등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성장 중.
• 론자의 사업부는 다양함. CDMO 700개 고객을 보유. 당장 코로나가 종식된다하여도 모더나와의 중장기 계약이 되어 있으며, ‘24
년 성장 가이던스에 변화 없을 것.

◎ Reshoring 영향?
• 미국/유럽/싱가폴 등에 각 지역에 공장이 있고, 지역별 네트워크 보유. 지역별 공장 보유하는 것이 계약에 유리.

(키움 코멘트)

CDMO 사업에 공을 많이 들이며, 관련 사업도 5년내 고성장 및 비중 증가. mRNA 분야에서는 론자가
모더나와 계약으로 생산 경험과 노하우 측면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보임. ADC에 사용되는 톡신 생산,
세포/유전자 20년 GMP 경험 등 다변화 및 차별화하고 있음.
#관련 키워드: mRNA, 세포유전자 CMO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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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Catalent
◎ 코로나 백신 생산량 ‘21년 10억+ 도즈 → ’22년 20억 도즈 공급 예정
◎ 캐털란트의 비즈니스
• 1,400개 프로젝트 진행 중, 지난해 150개 품목 출시, 지난 10년간 FDA 승인의 50%에 관여되어 있음.
• 포트폴리오 다양화하여 리스크 최소화. 미국 외 지역 비중 40%, 제품 다양화. 코로나 백신 관련은 매출의 8% 차지.

• 고객사도 대부분의 제약사, 바이오텍, 제네릭, 컨슈머헬스 기업으로 다양함.

◎ CDMO 사업 전망
•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총 생산 관련 지출 비용은 ’21년 $165bn이며, CDMO 아웃소싱은 $65bn로 지속 증가하여 현재 39% 비중
에 달함. 카탈란트 ’21년 매출액 $4bn. 중장기적으로 CDMO 사업 증가 예상.
• 바이오텍 기업들이 빅파마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어 CDMO 중요도 증가세.
• 세포/유전자와 같이 복잡하고 생산이 어려운 모달리티 개발 확대되고 있으며, 아웃소싱 비중이 높음.
• 바이오로직 R&D 파이프라인 두 자리 수 증가 중.
• 코로나가 빠른 생산과 설비 능력 증가 등을 요함에 따라 생산 효율 및 능력이 향상됨.

◎ 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 수요 증가 전망
• 세포/유전자 분야의 CDMO 비중은 2/3로 높고, 향후 수요 증가 예상.
• 펀딩이 증가되고 있음. ‘21년 펀딩 +25% 증가했으며, 이는 수 백개의 신약 개발 연구로 이어질 것.
• 5년내 유전자치료제 파이프라인 3.5배 증가한 2,900개, 세포 치료제는 3배 이상 증가한 4,700개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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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Catalent
캐털란트 매출과 고객사 비중

자료: Catalen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바이오파마 CMC/생산 비용

자료: Catalen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세포/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 강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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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Catalent
◎ 산업의 변화에 맞춘 전략
• 15년전에 비해 현재 모달리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 졌는데, 향후 5년 뒤에는 더욱 복잡하고 많아질 것.
(예, mRNA 백신, 항암백신 등 신규 모달리티의 등장)
• 신규 모달리티인 세포/유전자, iPSC 등 포트폴리오 변화에 투자 중.

• 바이오로직 생산 비중이 전체에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진율은 32% 수준. 향후 성장동력은 Fill/Finish, 세포/유전자 치료제
의 리더로 자리잡는 것.
• ’16년부터 CapEx에 $2bn 투자 (DP 교육, 유전자 수트, 세포 치료제 Capa 확보, 플라즈마 생산 등). $4bn의 인수합병
(Paragon, MaSTherCell 등) 진행

◎ 중장기 가이던스
• ’20.1월 제시한 ‘24년 매출 가이던스 $4.5bn(당시 12개월 매출의 50% 증가)는 2년을 앞당겨서 ‘22년에 이미 제칠 것으로 보임.
‘26년 $7.5bn 매출 성장. M&A와 자체 성장을 통해 지속 성장 목표.

◎ 코로나 백신 생산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량 확대 이유는?
• 팬데믹 관점에서 엔데믹이 될 것이며, 변이/부스터 추가 백신 필요, 아직 많은 국가 여전히 접종 충분하지 않음.
• ’22년 이후에는 부스터, 변이 백신 수요 있을 것.

◎ 자체 투자 vs 외부 투자?
• 자체 투자에 좀 더 중점. 컨트롤이 더웃 쉬움. 외부 투자는 이미 지어져 있는 시설이 있어서 투자 회수에 2~3년 소요. ’21년 매출
의 15~16%인 $700mn를 Capex에 투자했음.

◎ 세포/유전자에 35% 성장한다고 하는데, 최근 확보한 패러곤에 대한 설명 부탁
•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패러곤 인수로 2개의 상용화된 수트를 확보 포함 총 15 수트 보유.
•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보면 향후 상용 성공화를 거둘 수 있는 제품도 있으며, 세포/유전자의 수요는 공급을 넘어설 것. 아웃소싱 비
율이 70%인데, 지속 증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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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목

Catalent
중장기 성장 가이던스

자료: Catalen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키움 코멘트)

포트폴리오 다양화하여 리스크 최소화하였음.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5공장을 멀티 모달리티로
가려고 하고 있어 방향성 유사. 세포/유전자 CDMO 분야 향후 뚜렷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하나 둘 세포/유전자 CDMO 분야에 뛰어들고 있음. 복잡한 생산과정과 어려운 CMC, 미국
FDA 승인된 세포/유전자 생산하는 국내 상장 기업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음. 향후 국내 업체들은 경
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재 확보, 해외 업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진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예, SK팜테코)
다만, 세포/유전자 CMO 기업들의 인수 가치 상승이 예상되어, 자금 여력이 없다면 M&A가 쉽지 않거
나 인수 업체가 작은 규모일 수 있음.
#관련 키워드: 세포/유전자 CDMO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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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ompliance Notice
 당사는 1월 1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업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21/01/01~2021/12/31)
매수

중립

매도

97.56%

2.4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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