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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올해로 25회째 맞는 세계 최대 바이오테크 컨퍼런스
• 주최: 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 장소 및 일자: 메사추세츠 보스턴, 6월 4일~7일
• 메사추세츠: 지난 10년간 바이오부문 인력 37% 증가. 미국 바이오테크의 고향이자 클러스터

산업/정부/연구기관이 Bio ecosystem 구축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테크 컨퍼런스

I. 2018 BIO USA 개요

자료: BIO,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올해로 25주년 맞는 BIO USA 및 주요 스폰서 주요 주제 및 참여 주체

자료: BIO,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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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매년 16,000명 이상 참석. 전 세계 74개국 1,100여개 바이오테크 기업과 연구기관 등 참여
• 올해는 76개국에서 18,289명이 참석하며 최대 인원 경신
• 주요 참여 목적은 B2B 네트워킹, 라이선스 인/아웃, 파트너십 계약 및 펀딩
• 메인 행사는 One on One 파트너링 세션으로 올해 46,916건의 미팅이 이루어짐
글로벌 바이오테크에 회사의 현황을 알리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주요 참여 목적은

B2B 네트워킹

I. 2018 BIO USA 개요

자료: BIO,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BIO 2017 성과 18년 One on One 미팅 46,916건으로 13.3% YoY 증가

자료: BIO,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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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300건 이상의 기업 프리젠테이션, 1,800여건의 전시, 150개 이상의 교육 세션, 네트워킹 리셉션 등
• 17년과 다르게 유전자 편집 및 마약성 진통제, One Health가 새롭게 교육 세션에 추가
• Next Generation Biotherapeutics는 마이크로바이옴 중심이라는 점도 눈에 띔

유전자 편집과

마약성 진통제 등이

새로운 주제

I. 2018 BIO USA 개요

자료: BIO,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ducation 세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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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주요 후보 물질은

역시 항암제

I. 2018 BIO USA 개요

국가별 Presentation 발표 업체 Presentation 발표업체의 후보 물질

자료: BIO,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자료: BIO,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 각 업체 당 15분씩 Presentation 시간 할당
• 미국 업체가 124개로 가장 많았고, 국내 업체는 7개 참가
• 발표 업체의 후보 물질로는 역시 항암제 – 신경계질환 – 희귀의약품 順
• 유전자/세포치료제 업체 및 CMO 업체의 발표도 많았다는 점에 주목

미국, 124

중국, 11

프랑스, 10

캐나다, 10

스위스, 9

일본, 9

한국, 7

기타, 42

항암제, 47

신경계질환, 23

희귀의약품, 13

유전자/세포

치료제, 13

심혈관질환, 13감염, 12CMO, 8
CRO, 7

기타,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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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국내 업체 중 신라젠과 신풍제약, 바이오리더스, 나이벡 등 7개 업체의 프리젠테이션 발표

• 프리젠테이션의 주요 목적은 1) 기술수출,  2) 공동개발,  3) 회사의 현황 업데이트 등

•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오롱생명과학, 엑소코바이오 등은 독립 부스 마련

• 그 밖에 휴온스와 알테오젠, 강스템바이오텍, 인트론바이오, 코아스템 등이 참가

국내 7개 업체

Presentation 발표

I. 2018 BIO USA 개요

국내 Presentation 발표 업체

자료: BIO,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참가업체 주요 후보물질 적응증 임상 단계 참가 목적 상장 여부

신라젠 Pexa-Vec 항암 임상3상 회사 소개 상장(215600)

신풍제약 SP-8203 심혈관계 임상2상 기술수출 상장(019170)

바이오리더스 BLS-M07, BLS-H01 등 감염증 임상2상 공동개발 및 기술수출 상장(142760)

나이벡 Peptide therapeutics 염증 전임상 공동개발 및 기술수출 상장(138610)

파맵신 TTAC-0001 항암 임상2상 공동개발 및 기술수출 비상장

샤인바이오 SNR1611 신경계 전임상 공동개발 및 기술수출 비상장

마이지놈박스 DNA App Store 기술 디지털 헬스 다수 제품 출시 파트너링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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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2018년 참가 업체들 구성(약 430여개 업체)Jefferies 2018 Global healthcare Conference 

제프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II. 제프리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 Jefferies 고객 대상 헬스케어 컨퍼런스. 2017년에 400여개 업체, 올해 430여개 업체 참여

• 제약(Pharma), 바이오(Biotechnology), 의료기기(Life Sciences/MedTech),

헬스케어 서비스(Healthcare Services/Tech/REITS), 동물 건강(Animal Health) 등 업체들 참가

• 업체 관계자, 기관 투자자, 사모 투자자 및 벤처 캐피탈 참여, 회사 소개 및 업데이트, 투자 기회 제공 목적

• 기간: 6/5~6/8. 구성: 프리젠테이션, QnA 세션, 일대일 및 소규모 미팅, 주제별 패널 의견 세션 구성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자료: Jefferies,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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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II. 제프리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 면역항암제에 대한 개발 열기 및 시장 기대 높음 (면역관문억제제, CAR-T치료제 등)
Best of ASCO 세션, 폐암 분야의 키트루다, 다발성 골수종 분야의 블루버드/셀진 bb2121 언급

Beyond CAR-T 세션, Patrick Soon-Shiong의 Cancer Vaccine 개발사 NANT 소개

• 주요 다국적 제약사 M&A/라이센싱 가능성에 따른 바이오텍의 긍정적 센티멘트 유효
길리어드 – NASH, 세포치료제(암) 등, 바이오젠 – 신경질환 관련 등

Buy Side의 Pharma/Biotech 섹터 센티멘트 세션, M&A 및 Innovation 측면에서 SMid cap 주목 권고

권고 Buyside Pharma/biotech 섹터에 대한 의견 세션Best of ASCO 세션

제프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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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가 다국적 제약/바이오텍 프레젠테이션/미팅 주요 내용 (1)

II. 제프리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JNJ US)
- 제약(Pharma) 부문 성장 자신감 피력

1) 주요 아이템의 적응증 확대, 2) 강력한 파이프라인(17~21년, 1bn 신규 아이템 10개 허가 신청), 

3) M&A 악텔리온 인수 등

- 주요 성장 아이템: 자렐토(항응고), 임브루비카(항암), 트렘피아(자가면역) 등

• 로슈(Roche, RHHBY US)
- 바이오시밀러 침투 보수적 가정

유럽 맙쎄라 SQ제형 35%점유. SQ특허 2030년까지. SQ제형 infusion 제형 대비 투여 시간 장점. 

SQ제형 5분(vs infusion 2시간)

바이오시밀러 침투 시기 가정: 맙쎄라(유럽: 진행 중, 미국: 18년 말), 허셉틴(유럽: 최근, 미국: 19년)

- 주요 성장 아이템: 오크레버스(다발성경화증), 티센트릭(항암), 헴리브라(혈우병)

• 노바티스(Novartis, NVS US)
-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자회사 산도즈에 대한 언급

미국 가격 제네릭 사업 악화. 그러나 미국 외 지역 실적 개선 중

전반적 마진 개선을 위해 브랜드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등 고마진 의약품 위주의 제품 믹스 개선 중

• 애브비(AbbVie, ABBV US)
- 면역질환에서 휴미라 리더십 공고. 후속 제품으로 리산키주맙(건선), 유파타시티닙(류마티스관절염)

- 주요 성장 아이템: 벤클렉스타, 리산키주맙, 임브루비카, 엘라골릭스, 마비레트

- 영업이익률 현재 43.5% -> 50% 달성 가능. 탑라인 성장에 따라 영업이익률 5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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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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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가 다국적 제약/바이오텍 프레젠테이션/미팅 주요 내용 (2)

II. 제프리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 일라이릴리(Eli Lilly, LLY US)
-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 피력. 신제품 중심의 탑라인 성장, 작년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통제 등으로

탑라인 최소 5% 성장, 2020년 영업이익율 최소 30% 달성 가능(현재 25%수준)

- 올루미언트, 류마티스관절염 TNF-a실패 환자에 대해 2mg 용량 FDA 허가. 릴리 추정, RA환자 중 TNF-a 

점유율은 60%수준. TNF-a 실패 환자 중 75%~80% 수준 기대 가능

- 트루리시티, GLP-1 시장의 성장 지속. 2형 당뇨 주사제 시장 중 30%가 GLP-1. 나머지 70% 인슐린.

성장여력 충분. 오젬픽 등장에 대해 1주제형 GLP-1 계열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 길리어드(Gilead, GILD US)
- HIV에서의 리더십 유지(젠보야, 빅타비 등). HCV에서 점유율 및 가격 측면에서 안정적 환경 조성 중

유망 파이프라인 영역: NASH, 염증 질환, 세포치료제

- 최근 발표, 세론셀팁(NASH) 데이터 긍정적, 필고팁(자가면역) 임상 3상 진행 중

- 세포치료제(항암): Kite 인수, Cell Design Labs 인수, Sangamo와 zinc finger nuclease 기술 계약 등

- NASH에서의 M&A가능성, 항암제 영역에서 동종세포치료(allogenic)에 대한 관심

• 셀진(Celgene, CELG US)
- bb2121: first-in-class BCMA CAR-T, JCAR017: best-in-class CD19 CAR-T, ASCO 발표

- luspatercept(빈혈), fedratinib(골수섬유), ozanimod(다발성경화증) 등에 대한 기대

• 바이오젠(Biogen, BIIB US)
- 회사 전략적 우선 순위. 1)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리더십, 2) 스핀란자(SMA), 3) 비용 통제 -> R&D투자 , 

4) 자본 배분(capital allocation), 5) 파이프라인 확보

- 높은 M&A 가능성 언급: 상장 업체, 임상 후기(3상) 단계에 대한 관심 높음. 신경질환 관련(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 치매, 근육장애(파킨슨, 루게릭), 통증 등)

- 아두카두맙(알츠하이머): 탑라인 데이터 2019, 2020 초 발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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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바이오텍 프레젠테이션/미팅 주요 내용 - 항암

II. 제프리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 블루버드바이오(Bluebird Bio, BLUE US)
- CAR-T 치료 항암제, 희귀 질환 타겟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

bb2121(다발성골수종, BCMA CAR-T) 임상1/2, ORR 95.5%, CR50%. PFS 11.8개월(다잘렉스 8~9)

재발성/불응성 다발성 골수종에서 초기단계(early line)로 확장 시사

- LentiGloblin(살라세미아, Gene Therapy) 하반기 허가 신청 예상

• 싸이톰엑스(CytomX, CTMX US)
- 항체의약품 플랫폼(Probody) 기반 항암제 개발사

CX-072(PD-L1): 임상1/2, 임상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ASCO 발표. 안전성 우수.

CX-2009(CD166-PDC): 임상1/2, 첫 임상 데이터 2H18 도출 예상

BMS-986249(CTLA-4): 임상1/2, 상업화 권리 BMS

CX-2029(CD71): IND승인 (상업화 권리 AbbVie와 공동)

• 넥타(Nektar Therapeutics, NKTR US)
- 진통제 및 면역항암제 개발사

- NKTR181(mu-opioid agonist, 만성통증): 2Q18 FDA 허가 신청 완료, 상업적 파트너 모색 중

- NKTR214(CD122(IL-2) agonist) PD-1 면역관문억제제 병용 임상 활발, ASCO 2018 발표, 

옵디보 병용 유효성(ORR) 달성(흑색종 1차 Stage1 86%, Stage2 50%, 신장암 1차 Stage1 64%,

Stage 2 46%, 시스플라틴 비적격 방광암 1차 ORR 60%). 

PD-L1 음성 ORR: 흑색종 42%, 신장암 53%, 방광암 63%, 흑색종 임상3상 3Q18시작 예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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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관심 바이오텍 프레젠테이션/미팅 주요 내용 – 항암, 유전자 치료제

II. 제프리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 셀렉티스(Cellectis, CLLS US)
- 유전자편집기술(TALEN) 기반, 동종(allogenic) CAR-T 항암제 개발사

UCART19(CD19 CAR-T, 급성림프구성백혈병 ALL) 임상1상. 19년 임상2상 진입 예상

UCART123(CD123 CAR-T, 급성골수성백혈병 AML) 임상1상. 17년 11월 임상 중지, 12월 임상 재개

UCART22(CD22 CAR-T, ALL) 18년 6월 IND 승인

• 시에라(Sierra Oncology, SRRA US)
- 유전자 손상 반응(DNA Damage Response) 표적 항암제 (Next PARP) 개발사. SRA737(chk1 target)

First-in-class 목표. SRA 737 임상1/2상 (vs 릴리 prexasertib 임상2상, 로슈 GDC-0575 임상1/2)

2H18, SRA737+ PARPi(JNJ의 niraparib) 병용 임상 시작

4Q18, 면역항암제(Immunotherapy)와 병용 임상 시험 신청

• 스파크(Spark Therapeutics, ONCE US)
- 유전자 치료제(Gene Therapy), 룩수투나(희귀안구질환), SPK-8011(혈우병A), SPK-9001(혈우병B)

- FDA 허가 최초 유전자 치료제 룩수투나: 상업적 파트너 노바티스 확보. 2018 년 80명 치료 예상

- SPK-8011: 3Q18, 국제 혈전 및 지혈 학회(ISTH)에서 데이터 업데이트 예상

• 아비오나(Abeona Therapeutics, ABEO US)
- 유전자 치료제(EB101, ABO102, ABO101) 개발사. EB101, ABO102 두가지 FDA의 RMAT 지정

- EB101(이영양성수포성표피박리증, RDEB), 2H18 임상3상 시작

- ABO102(산필리포증후군A, MPS IIIA) 환자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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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관심 바이오텍 프레젠테이션/미팅 주요 내용 – NASH 등 기타

II. 제프리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 매드리갈(Madrigal Pharma, MDGL US)
-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MGL-3196(Thyroid Hormone Receptor-ß(THR-ß) Agonist)

임상2상 결과, 지방 감소(MRI-PDFF) 36.3% vs placebo 9.6%. 임상3상 진행 예정

NASH 외 FH에 대한 임상3상 진행 가능성

• 파이브로진(FibroGen, FGEN US)
- 록사더스태트(빈혈), 팜리블루주맙(섬유증 등) 개발사

- 록사더스태트(빈혈, HIF-PH inhibitor): 미국, 일본, 유럽 임상3상, 중국 NDA허가 신청

18년 말 유효성 데이터 추가 발표, 1Q19 안전성(MACE CV) 주요 데이터 추가 발표 예상

- 팜리블루주맙(CTGF target): 특발성폐섬유증(IPF, 임상2상), 췌장암(임상2상), 뒤센근이영양(임상2상)

• 인터셉트(Intercept Pharma, ICPT US)
- FXR(farnesoid X receptor) agonist 개발사. 주요 적응증: PBC, NASH, PSC 등

원발성담즙성담관염(PBC): FDA 허가(오칼리바Ocaliva), 17년 9월 FDA 안전성 경고. 처방 안정화 트렌드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임상3상, 타 기전 NASH치료제 대비 섬유화(fibrosis)장점. 1H19 중간 데이터

원발성경화성담관염(PSC), 담도폐쇄증(BA) 임상2상

• 르방스(Revance, RVNC US)
- 신경조절제, 지속형 보톡스 RT002(DaxibotulinumtoxinA for injection)

- 6개월 지속(vs. 보톡스 3개월 지속)

- SAKURA3, 오픈 라벨 long term safety data 2H18발표. Cervical dystonia 임상3 2H18시작 예정

- 미용(미간주름 Glabellar lines) 허가신청(BLA) 상반기, 2020 허가/출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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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자료: 한국일보,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면역항암제 종류항암제 패러다임 변화

• 화학항암제 -> 표적항암제 -> 면역항암제

• 면역관문억제제: 다양한 암(주로 고형암)에 대해 FDA 허가를 획득, 빠르게 매출액 증가

• CAR-T세포치료제: 악성 혈액암(악성 백혈병, 림프종)에 대해 FDA 허가를 획득 올해부터 매출 발생

• 항암바이러스, 암백신: 출시된 약물 중 블록버스터는 현재 없으나 면역관문억제제와 병용 임상 개발 활발

항암제의 진화:

면역 항암제 개발 활발

III. 항암제 개발 트렌드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면역관문억제제(PD-1 target)

암백신 (Provenge)항암바이러스(Imlygic)

CAR-T 세포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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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를 억제시킴으로써 면역 세포의 기능 회복

• PD-(L)1을 기반으로 반응률 및 생존기간 개선시킨 병용 요법 개발 경쟁 활발
ex) 비소세포폐암, 머크: PD-1 + chemo, BMS: PD-1 + CTLA-4, 로슈: PD-L1+ target + chemo

• chemo, target, CTLA-4, IDO, IL, TAM, TGF-β, Onco-virus 등 상당히 많은 병용 임상 진행 중

• 병용임상에 대한 기대 & 실망으로 주가 변동. 인사이트(IDO) 및 넥타(IL-2) 등

면역관문억제제

(Immune checkpoint

Inhibitor)

III. 항암제 개발 트렌드

자료: Nature, 각 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PD-1 분기 매출액 추이 및 병용 기대 바이오텍 시가총액 추이PD-1억제제 기전 및 허가 적응증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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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PD-1계열의 약물, 가장 기대하는 시장 비소세포폐암

• 비소세포폐암 키트루다 1차 치료제 유일(옵디보, 티센트릭, 임핀지는 2차)

• 비소세포폐암(NSCLC) KEYNOTE 189에 이어 6월 ASCO에서 sNSCLC KEYNOTE401 긍정적 데이터

• 폐암 1차 치료 독주 지속, 올해 키트루다 매출액 옵디보 추월 전망

III. 항암제 개발 트렌드

주: 각 사, AACR 2018

자료: EvaluatePharma,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매출액 컨센서스 변화폐암 1차 치료 임상 데이터 비교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브랜드

개발사 머크 BMS 로슈

임상 KEYNOTE-189 CHECKMATE-227 IMPOWER-150

병용치료
키트루다+

화학항암제(chemo)
옵디보+

면역항암제(여보이)

티센트릭+
표적항암제(아바스틴)+
화학항암제(chemo)

무진행생존기간(PFS) 
개선(위험비율)

48% (0.52) 42% (0.58) 38% (0.62)

전체생존기간(OS) 
개선 (위험비율)

51% (0.49) 21% (0.79) positive

반율률
(ORR)

47.6% 45.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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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주: DLBCL, 악성 비호지킨림프종에 속함

객관전반응률(ORR, Objective Response Rate): 최소 기간 동안 기 정의된 종양 크기 축소를 보이는 환자 비율. 

50%이상 종양 크기 축소를 보이는 경우 부분 관해(PR), 종양이 소실되었을 경우 완전 관해(CR)

자료: 각 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주요 CAR-T 업체 시가 총액 추이CAR-T치료 프로세스 및 DLBCL에 대한 임상 결과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 면역세포 기능 향상: 환자 면역세포가 암세포 특이적 싸울 수 있도록 조작

• 높은 유효성 데이터: 80%의 반응률, 50%대의 완전관해율 등

• 2017년 Kite Pharma 길리어드에, Juno Therapeutics 셀진에 피인수

• 현재까지 허가 된 CAR-T: ‘CD-19’ CAR-T (노바티스 Kymriah, 길리어드 Yescarta)

면역세포치료제

CAR-T 세포치료제

(Chimeric Antigen 

Receptor)

III. 항암제 개발 트렌드

브랜드/코드명 Kymriah Yescarta JCAR017

임상프로그램 Juliet Zuma-1 Transcend

환자수 81 77 49

반응률(ORR) 53% 82% 84%

완전관해(CR) 40% 49% 61%

개발단계 허가검토 출시
2018하반기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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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주: 객관전반응률(ORR, Objective Response Rate): 최소 기간 동안 기 정의된 종양

크기 축소를 보이는 환자 비율. 50%이상 종양 크기 축소를 보이는 경우 부분 관해(PR), 

종양이 소실되었을 경우 완전 관해(CR)

Cytokine Release Syndrome: 사이토카인 방출 신드롬 Neurotoxicity: 신경 독성

자료: 셀진,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자료: 블루버드,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 CD19 best-in-class CAR-T: 셀진(주노) JCAR 017 기대. 2018년 하반기 데이터, 허가 신청

• BCMA CAR-T(다발성골수종): 블루버드/셀진 bb2121 기대. 2019년 허가 신청

• Allogeneic CAR-T: ‘자가’T세포가 아닌 건강한 사람의 T세포 활용함으로써 대량생산, 원가 등 한계
극복 (셀렉티스 UCART19 임상1상, 길리어드의 투자 증가)

Best-in-class CAR-T

New target CAR-T

Allogeneic CAR-T

III. 항암제 개발 트렌드

타가 CAR-T셀진 JCAR017 data 블루버드 bb2121 data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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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ome Editing은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를 자유롭게 편집 또는 조작 하는 기술을 지칭
•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달에 따라 Genome Editing의 정교함 및 상업성 제고 중
: 1세대 ZFN(Zinc Finger Nuclease)  2세대 TALEN(Transcriptor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  3세대 CRISPR(Clustered Regularly-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Prpeats)/Cas9

• 유전자 가위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기술 혁신 촉매로써 치료제 분야에서의 기대감이
가장 높은 상황

유전자 조작 기술의

진화

IV. Genome Editing이란?

자료: 툴젠,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Genome Editing 개념도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달: A. ZFN  B. TALEN  C. CRISPR/Cas9

자료: Nature,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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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Genome Editing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한 기술은 CRISPR/Cas9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
• 박테리아의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에서 유래
- CRISPR/Cas9은 외부에서 유래한 바이러스 유전자를 절단함으로써 박테리아를 보호함

• CRISPR/Cas9은 그 자체가 유전자 절단 효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 서열 인식을 특정
단백질이 아닌 sgRNA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표적 유전자 범위 확장이 가능해짐

• 단백질 크기가 커 세포 내 전달이 어렵고, off target effect 발생 확률이 높다는 단점도 보유

3세대 유전자 가위

CRISPR/Cas9 

- 미생물 면역체계에서

유래

IV. 유전자 가위: CRISPR/Cas9

자료: NEW ENGLAND BioLabs,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박테리아 면역 체계와 CRISPR/Cas9 세대별 유전자 가위 기술 비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1세대 2세대 3세대

DNA
인지 및 결합 도메인

Zinc finger 단백질 TALE 단백질 가이드 RNA

DNA
절단 도메인

Fokl Fokl Cas9

DNA
인지 범위

18~36bp
(3bp/Zinc finger 모듈)

30~40bp
(1bp/TALE 모듈)

22bp
(DNA-RNA base pair)

장점

표적서열 따라 블록 제작 높은 특이성 인지서열 선정 용이

단백질 크기(1kb)가 작음 1bp 단위로 정교한 인식 한번에 복수 유전자 표적

인지서열 선정 자유로움 대량 생산 가능

한계점

단백질 설계 및 제조 복잡 단백질 설계 및 제조 복잡 off target effect 가능성

표적 서열 선정에 한계 단백질 크기가 큼(3kb) 단백질 크기가 큼(3kb)

고비용 고비용 -

낮은 특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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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CRISPR/Cas9과 관련된 국제 특허는 Feng Zhang이 이끄는 MIT, BROAD Institute, Harvard와
Jennifer Doudna가 속한 UC Berkeley, Caribou 그룹이 주도하고 있음

• Feng Zhang 그룹과 Jennifer Doudna 그룹의 특허 분쟁은 2012년 5월 시작, 진핵 세포에 기술 적용
유무에 따라 미국 특허청은 Feng Zhang의 BROAD 연구소 특허권을 인정했지만 UC Berkeley가

항소한 상황

• 툴젠은 BROAD 연구소 보다 2개월 앞서 진핵세포 특허를 등록해 상기 특허 지분 확보 경쟁에 합류함

CRISPR/Cas9 특허

분쟁 현재 진행 중

IV. CRISPR/Cas9 특허 분쟁

자료: Chardan Capital Markets,LLC,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CRISPR 지적 재산권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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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AAV(바이러스의 일종) 전달체 기반 유전자 치료제 및 CAR-T 치료제 상용화에 따라 유전자 치료제의
일종인 유전자 가위 치료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고양된 상태

• 유전자 가위 기술 상용화와 관련해 검증되어야 할 대표적 이슈
1. 유전자 가위 세포 내 전달 방법, 2. 면역 반응, 3. off target 독성

• 2017년 기준 임상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은 ZFN 기술이 적용된 Ex vivo 치료제 위주이지만 비임상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들은 대부분 CRISPR/Cas9 기술 적용 치료제

유전자 가위 기술 상업화

이슈: 전달체, 면역 반응, 

off target 독성

IV. 유전자 가위 기술 상업화(치료제)

자료: Nature,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유전자 가위 기술 적용 방법: In vivo(인체 내) vs Ex vivo(인체 외 세포) 비임상 중인 유전자 가위 파이프라인: CRISPR/Cas9이 주류

자료: Nature,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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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CRISPR/cas9의 등장으로 Genome Editing 분야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BIO USA도 2018년
행사부터 교육 세션 및 패널 토론 등이 추가되는 등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

• Editas Medicine, CRISPR Therapeutics, BluebirdBio, Shangamo therapeutics 등 유전자 가위
치료제 개발 주요 기업들도 BIO USA 행사 참석

• 국내 기업은 툴젠이 대표 주자로 향후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과 특허 지분 확보 등의 이슈 보유

• 글로벌 주요 기업 현황으로 CRISPR/Cas9 기술 적용 파이프라인 유망 치료제 분야는 ex vivo 방식은
CAR-T와 줄기세포, in vivo 방식은 희귀 질환

BIO USA 2018부터

Genome Editing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

IV. CRISPR/Cas9 치료제 개발 기업 현황

자료: 각 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CRISPR/Cas9 기술 적용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 현황

업체명 대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명 임상단계 파트너

CRYSPR Therapeutics 지중해 빈혈(ß-thalassemia) CTX001 임상1/2상 VERTEX

CD19-양성 종양 CTX101 임상1상 신청

Editas Medicine

레버 선천성흑내장(AAV local injection) 후보물질 발굴

유전자 편집 T cell 후보물질 발굴 JUNO

Intellia Therapeutics

트랜스시레틴 아밀로이드증(LNP delivery) ATTR 전임상 REGENERON

조혈모 줄기세포(Electroporation) HSC 전임상 NOVARTIS

툴젠

Hemophilia A(Liver, AAV delivery) 후보물질 발굴

샤르코마리투드병 후보물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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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 미생물(Microbe) + 생태계(Biome)/게놈(Genome)
• 인체 특정 부분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이들의 유전정보 전체를 일컫는 말
• 인간 유전자 2.3만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는 330만개로 100배 이상 많아
• 사람 간의 유전자 차이는 0.01%수준이나,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인차는 80~90%에 달함
• 빌게이츠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조연설,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과학 프로젝트

제 2의 게놈(Genome)

V. Microbiome이란?

자료: The Biodesign Institute at Arizona State University,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마이크로바이옴의 등장, 유전자 분석업계의 전환점

주: IPO와 사모투자 포함

자료: Pitchbook Data,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Mirae Asset Daewoo Research   26

제약/바이오

• 정상인과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 간 차이 존재
• 각종 원인으로 인한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이 질환을 유발
• Clostridium difficile 감염증: 대표적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으로 인한 질환
- 원인: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장내세균조성 파괴  장내 염증유발, 장누수 및 중증 설사 동반

- 치료제가 없었으나, FMT(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분변 이식)를 통해 치료 가능

Microbiome,

새롭게 밝혀진 질병요인

V. Microbiome: 질병과의 연관성

자료: Nature,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정상인과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 차이 비만과 마이크로바이옴

자료: Science (9/6/2013),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염증성 장질환

2형 당뇨

신생아 괴사성 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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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은 2024년 94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주요 타깃 질환은 C.diff 감염, 크론병, IBS(염증성 장질환), 당뇨 등

•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비만과 아토피, 장염, 알레르기, 비염 등에 대한 연구 시작
• 최근 자폐증과 우울증,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계 질환의 발생과도 연관이 있음이 보고됨
• 진단 분야도 2024년 시장규모 5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암, 비만, 당뇨 등

치료제로 개발 가능

V. Microbiome: 치료제로의 가능성

자료: BBC Research,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및 진단 시장 규모 치료제로의 마이크로바이옴

자료: BBC Research,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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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당뇨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

피부질환 젖당 불내증

비알콜성 지방간염 세균성 질염 및 요로감염증

치아 우식증 요소회로질환

페닐케톤뇨증 간성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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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미국

- 07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Human Microbiome Project)를 발족

-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과학 프로젝트로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종합계획(National Microbiome Initiative)＇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구성해

미생물과 인간, 가축, 농작물 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유럽

- 유럽연합은 08년 MetaHIT(Metagenomics of the Human Intestinal Tract) 프로젝트를 추진

- 이를 토대로 11년 IHMS(International Human Microbiome Standards)를 계획하여 추진

• 한국

- 11년부터 국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엄(IHMC)에 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과기정통부는 17년 9월 수립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미래 유망기술분야로 선정

-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업체는 제노포커스와 일동제약, 지놈앤컴퍼니, 천랩, 비피도 등

미국이 가장 적극적,

우리나라도 국제

컨소시엄에 8번째 회원국

V. Microbiome: 각국 연구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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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감염질환, 위장계통 질환 등 분야에서 다양한 업체가 임상시험 중

• J&J, 15년 Janssen Human Microbiome Institute를 설립, 17년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와 연구 협력

• 앨러간, 17년 Assembly biosciences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치료제 개발 중

• 노바티스는 Seventure / 다케다, BMS, J&J는 Enterome / Jassen은 Vedanta와 제휴

Microbiome 치료제

주요 업체

V. Microbiome: 이미 임상시험 중인 치료제

자료: 각 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주요 업체

업체명 주요 분야 및 기술 프로젝트명 적응증 임상단계

Synthetic Biologics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보호 및 재건 SYN-004 C.diff 예방치료제 임상3상

SYN-010 과민성대장증후군(IBS-C) 임상3상

Rebiotix 장내 미생물 복원하는 복합미생물제 개발 RBX-2660 C.diff 예방치료제 임상3상

SERES Therapeutics 재발성 C.diff 치료제(SER-109) 임상3상 SER-109 재발성 C.diff 감염 임상3상

Intralytix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R&D 업체 - 유착침투성 대장균(AIEC) 임상1/2a상

Vedanta FMT 대체 복합미생물(Bacterial Consortia), 면역반응 유도 VE303 C.diff 임상1상

Enterome FimH 억제 저분자물질로 장내 염증반응 저지 EB8018 크론병 임상1상

Second Genome 미생물 대사체 신약 SGM-1019 NASH/IBD 임상1상

Synlogic 합성 미생물 치료제 SYNB1020 요소회로질환 임상1상

BiomX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치료제 개발 BX002 염증성장질환 전임상

OpenBiome 분변이식(FMT)으로 C.diff 감염 치료. 분변 은행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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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한미약품(128940/매수): 파이프라인 중 항암제 비중 가장 높아

• 포지오티닙과 RAF 저해제, 오락솔 등 다수의 항암제 후보물질 개발 중

• Triple agonist와 FLT3 저해제,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등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파이프라인

• 가장 큰 리스크였던 랩스커버리의 생산 이슈는 완전히 해소됐다는 판단

• 추가적인 기술수출 가능성 존재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R&D 능력

자료: 한미약품,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한미약품 파이프라인: 다수의 항암제 후보물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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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유전자 가위 tool & service 및 상용화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생명공학 기업
• 1세대, 2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 및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인 CRISPR/Cas9 기술까지 확보한 단계
• 기술 개량을 통해 정확도를 높인 Sniper Cas9 개발
• AAV바이러스를 통한 전달율을 높이기 위해 크기를 줄인 Cj Cas9까지 확보

CRISPR/Cas9 원천

기술 보유한 생명공학

기업

VI. 툴젠(199800/Not rated)

자료: 툴젠,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툴젠 CRISPR/Cas9 기술 적용 분야



Mirae Asset Daewoo Research   32

제약/바이오

• 치료제 파이프라인으로 간 질환 및 면역 특권이 유지되는 안구 질환 그리고 희귀 질환 위주로 후보물질
발굴 중

• NK세포 치료제, 조혈모세포 또는 차세대 CAR-T 치료제 개발을 위한 Styx-T 플랫폼 기술 구축 중
• BROAD 연구소와 UC Berkeley의 특허권 분쟁 진행 결과에 따라 툴젠 지적재산권도 부각될 전망
• IPO준비 중인 단계로 공모 자금 조달을 통해 파이프라인 진척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희귀질환 및 안구, 간

질환 위주로 파이프라인

준비 중

VI. 툴젠(199800/Not rated)

자료: 툴젠,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툴젠 파이프라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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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 산업용 특수 효소/바이오 신소재 수익창출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신약 개발사
• 보유 효소 플랫폼 기술: 1) 스마트 라이브러리 및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술  신속/정확한 효소 개량

2) 재조합 단백질 분비발현 기술  경제적 대량 생산 가능

• 산업용 특수 맞춤 효소: Lactase(분유첨가제), Catalase(반도체 공정), Lipase(원료의약품 생산용)
• 바이오신약: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효소 기반, 단백질 치료제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중

VI. 제노포커스(187420/Not rated)

자료: 제노포커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GF-101 경구투여 시 항산화 능력 증대 신약 파이프라인

자료: 제노포커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프로젝트 적응증 임상단계 비고 예상 시장규모

GF-101 염증성 장질환 전임상 2019년 IND 목표
$95억

(2020년)

고지혈증 전임상 2020년 IND 목표
$379억
(2022년)

GF-101 황반변성 전임상 2020년 IND 목표
$85억

(2030년)

GF-453 항암 개발 중 동물시험 중
$1,613억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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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투자포인트

• 키트루다(항암제) 매출 급증 지속, 올해 옵디보 매출 추월 전망

• PD-1억제제 계열 약물 가운데, 유일하게 폐암 1차 치료제 사용
KEYNOTE189 임상 데이터 성공적, 유럽 하반기 허가 신청 예정

병용임상에도 가장 적극적

• 가다실(HPV백신) 여성 외 남성 시장 침투. 중국 시장 진출. 미국 외 지역 침투 확대

• 자누비아/자누메트(당뇨), 동물건강 부문 등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Risk 요인

• 블록버스터 의약품 제티아/바이토린(고지혈증), 레미케이드(자가면역) 특허만료로 매출 감소 중

• PD-1 억제제 경쟁 심화

키트루다 매출 급증 지속 전망

머크 Merck & Co. (MRK US)

주가상승률 (%)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4.8 11.1 -2.8

상대주가 2.9 6.3 -15.0

Bloomberg Rating

매수 보유 매도

76% 24% 0%

EPS 성장률 (18F,%)
6.3

P/E(18F,x) 14.8

MKT P/E(18F,x) 17.5

배당수익률(%) 3.07

시가총액 (십억USD) 168.4

시가총액 (조원) 181.0

유동주식수 (주) 2,687.9

52주 최저가 (USD) 52.83

52주 최고가 (USD) 66.41

Bloomberg 최고목표주가 USD 90.00

현재 주가 (18/06/08) USD 58.45

국가 미국

거래소 NYSE

상승여력 54.0%

결산기 (12월) 12/15 12/16 12/17 12/18F 12/19F 12/20F

매출액 (십억USD) 39.5 39.8 40.1 42.1 43.4 45.1

영업이익 (십억USD) 13.4 13.7 13.4 13.9 14.6 15.6

영업이익률 (%) 33.9 34.5 33.5 33.0 33.7 34.7

순이익 (십억USD) 10.2 10.5 10.9 11.4 12.0 12.9

EPS (USD) 3.59 3.78 3.98 4.23 4.53 5.00

ROE (%) 21.8 24.0 23.0 28.5 31.2 33.1

P/E (배) 13.7 15.0 14.0 14.8 13.8 12.5

P/B (배) 3.3 4.0 4.5 4.9 4.8 4.4

주: Non-GAAP
자료: 머크 Merck & Co.,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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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투자포인트

• 몽게르센(크론병) 임상3상 실패, 오자니모드(다발성경화증) 허가 신청 지연 등 이슈로 주가 급락.
2018F 기준 P/E 9배 수준. 빅파마/바이오텍 중 밸류에이션 가장 낮은 상황(평균 14배)

• 올해 예정된 이벤트 긍정적 결과 도출 시, 밸류에이션 정상화 가능

• 2018년 중순: 루스파터셉트(빈혈) 임상 데이터, 페드라티닙(혈액암) FDA 허가 신청
2018년 하반기: JCAR017(혈액암) 임상 데이터 및 FDA 허가신청

2019년: 오자니모드(다발성경화증) FDA 허가 신청, bb2121(다발성골수종) 임상 데이터

Risk 요인

• 임상 실패, 허가 신청 스케줄 연기

• 레블리미드/포말리스트(다발성골수종)에 편중된 제품 포트폴리오

긍정적 R&D 이벤트로 밸류에이션 회복 전망

셀진 Celgene (CELG US)

주가상승률 (%)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6.5 -26.8 -33.1

상대주가 -8.2 -29.9 -41.5

Bloomberg Rating

매수 보유 매도

53% 44% 3%

EPS 성장률 (18F,%) 15.0

P/E(18F,x) 9.3

MKT P/E(18F,x) 17.5

배당수익률(%) -

시가총액 (십억USD) 57.3

시가총액 (조원) 61.6

유동주식수 (주) 723.0

52주 최저가 (USD) 74.13

52주 최고가 (USD) 147.17

Bloomberg 최고목표주가 USD 163.00

현재 주가 (18/06/08) USD 79.06

국가 미국

거래소 NASDAQ

상승여력 106.2%

결산기 (12월) 12/15 12/16 12/17 12/18F 12/19F 12/20F

매출액 (십억USD) 9.3 11.2 13.0 14.9 16.7 18.9

영업이익 (십억USD) 4.8 6.2 7.5 8.5 9.6 11.1

영업이익률 (%) 52.0 55.0 57.9 56.7 57.1 58.5

순이익 (십억USD) 3.9 4.8 6.0 6.5 7.6 8.9

EPS (USD) 4.71 5.94 7.41 8.52 10.23 12.28

ROE (%) 62.4 76.2 72.3 72.8 58.4 58.4

P/E (배) 25.4 19.5 14.1 9.3 7.7 6.4

P/B (배) 16.5 14.1 8.0 5.8 4.4 3.2

주: Non-GAAP
자료: 셀진 Celgene,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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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투자포인트

• 14년 이후 출시한 신약들 매출 빠르게 증가
당뇨: GLP-1 1주 제형 장점 트루리시티, 부작용(CV) 장점 SGLT-2 자디앙, 가격 장점 란투스

바이오시밀러 베이사글라 등

건선: IL-17A 신규 기전 장점 탈츠, 경구용 장점 JAK 올루미언트, 

항암: 세번째 CDK 버제니오 등

• 회사 전략적 목표 중 하나, ‘마진율 개선’. 2020년까지 비용통제로 마진율 30%대 까지 개선 전망

• 갈카네주맙(galcanezumab, CGRPi) 작년 말 허가 신청, 내년 4분기 허가 예상

Risk 요인

• 블록버스터 시알리스(발기부전), 알림타(항암), 포르테오(골다공증) 등 특허만료로 매출 감소 중

• 당뇨 부문 PAYER들의 가격 압박 심화, 리베이트 지속

탑라인 고성장 및 마진율 개선 지속 전망

일라이릴리 Eli Lilly & Co. (LLY US)

주가상승률 (%)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4.4 -0.7 6.2

상대주가 2.5 -4.9 -7.1

Bloomberg Rating

매수 보유 매도

59% 36% 5%

EPS 성장률 (18F,%) 20.3

P/E(18F,x) 16.7

MKT P/E(18F,x) 17.5

배당수익률(%) 2.61

시가총액 (십억USD) 93.9

시가총액 (조원) 100.9

유동주식수 (주) 965.0

52주 최저가 (USD) 73.69

52주 최고가 (USD)
89.09

Bloomberg 최고목표주가 USD 101.00

현재 주가 (18/06/08) USD 86.08

국가 미국

거래소 NYSE

상승여력 17.3%

결산기 (12월) 12/15 12/16 12/17 12/18F 12/19F 12/20F

매출액 (십억USD) 20.0 21.2 22.9 24.0 24.4 25.7

영업이익 (십억USD) 4.4 4.6 5.6 6.3 6.8 7.6

영업이익률 (%) 21.9 21.5 24.7 26.4 28.0 29.6

순이익 (십억USD) 3.7 3.7 4.5 5.4 5.8 6.5

EPS (USD) 3.43 3.52 4.28 5.15 5.52 6.21

ROE (%) 24.4 26.1 35.2 39.3 39.2 39.3

P/E (배) 23.1 20.2 19.6 16.7 15.6 13.9

P/B (배) 5.8 5.4 7.6 6.7 6.1 5.0

주: Non-GAAP
자료: 일라이릴리, Eli Lilly & Co., Bloomberg,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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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한미약품(128940)  2017.06.11 매수 500,243 -20.48 0.98 

2018.02.18 매수 680,000 -27.93 -17.79 2017.03.28 중립 - - - 

2018.01.09 매수 710,000 -19.18 -12.68 2016.08.22 분석 대상 제외  - - 

2017.11.28 매수 696,417 -18.77 -12.98 2016.07.28 매수 799,830 -31.61 -28.10 

2017.10.31 매수 598,330 -11.54 -3.61 2016.04.29 매수 809,920 -26.82 -18.80 

* 괴리율 산정: 수정주가 적용,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기업 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Trading Buy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악화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주가하락이 예상   

매수(▲), Trading Buy(■), 중립(●), 비중축소(◆),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투자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비중축소(매도) 

74.13% 15.92% 9.95% 0.00% 

*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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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한미약품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Compliance No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