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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주목할만한 이슈가 다수 

 

 
 
 
 

2023년 예상 Top selling Drug: 

키트루다(Keytruda®) 

 

 
미국 바이오제약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투자심리는 바닥을 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나스닥 바이오지수

는 2022 년 7 월을 기점으로 상승 중이다. 물론 주력 품목들의 매출 고성

장과 신약 파이프라인의 고무적인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제약 기

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대표적으로 키트루다의 고성장에 기반한 머크, 비만치료제 임상 결과가 

기대되는 일리이릴리,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기업인 바이오젠과 에자이, 

신기전 치료제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개발되고 있는 이중항체/ADC 연

구개발 기업인 젠맵, RNA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인 앨라일람이다.  

2023 년에도 유망 신약들의 임상 결과가 가시화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주

가 상승이 기대된다. 2023년 R&D 성과가 확인되는 분야는 비만, NASH 

등 만성질환 치료제, ADC 와 이중항체 기전의 항암제 분야이다.  

국내에서는 상반기, 항암제 임상이 진행 중인 유한양행/오스코텍, 북경한

미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한미약품, 신제품 출시 효과가 반영되는 대웅제

약의 견조한 주가 상승 예상된다. 중반에는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의 기

술이전, ABL 바이오의 항암제 글로벌 임상 1 상 데이터 확인이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 공장 증설 발표로 기업가치 레벨 업이 기대된다.  

2023 년에도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요법이 확대되면서 항암제 시장 내 ‘키

트루다’의 입지 강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허가 만료되는 2028 년까지 

키트루다 연매출액은 300 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반면 2021 년까지 

Top selling 의약품이었던 ‘휴미라’는 2023 년 특허만료에 따른 바이오시

밀러 제품들의 시장 진입과 신규 경쟁제품 출현으로 50 억 달러 내외의 

매출 급감이 예상된다. 2023 년 10 억 달러를 상회하는 신규 매출을 창출

할 의약품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오젬픽, 위고비,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 등이다.  



 

 

   

   

   

 

2023년 신약: 우려와 기대가 교차

되며 2번째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

카네맙’ 출시 예정 

 

 

 

 

 
 

2023년 기대되는 임상 결과: 

Anti-TROP2 ADC, 폐암치료제,  

비만치료제, NASH 파이프라인 

 2023 년 출시가 기대되는 유망신약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이다. 그러나 레카네맙은 지난 12 월 2 상 결과 발표 이후 확인

된 Extension study 에서 임상 참여 환자의 사망으로 안전성 우려와 임상 

유효성에 대해 학계 및 민간 연구단체에서 보수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

다. 도나네맙도 임상 2 상에서 환자 25%가 중단한 바 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으며, 기대를 충족하는 매출 달

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기전 치료제 분야 중에는 

‘SRP-9001’ 신약 승인으로 7 번째 유전자 치료제의 신약이 출시될 예정

이며, 버텍스의 ‘CTX001’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적용된 신기전치료제로 

FDA 신약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2023 년은 신약 후보물질들의 글로벌 임상 결과들에 주목해야 한다. 다수

영역에서 유망 신약 후보 물질들의 글로벌 임상 탑라인 결과가 가시화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ADC 약물의 영역 확대를 가능하게 할 Anti-TROP2 인 ‘DATO-DXd’

의 첫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동 파이프라인

은 레고켐바이오의 ‘LCB84’와 경쟁 파이프라인이다. 유한양행/오스코텍/ 

J&J 의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맵 병용요법 글로벌 임상 2 상 및3 상 결과도 

2~3 분기경 탑라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않은 NASH 영역,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의 임

상 3 상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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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심리는 이미 반등,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에 주목   

미국 바이오/제약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투자심리는 바닥을 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실제로 나스닥 바이오지수는 2022 년 7 월을 기점으로 상승 중이다. 물론 주력 

품목들의 매출 고성장과 신약 파이프라인의 고무적인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제약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최고가를 경신 중인데, 대표적으로 키트루다의 고성장에 

기반한 머크(미국), 비만치료제 임상 결과가 기대되는 일리이릴리,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기업인 바

이오젠과 에자이, 이중항체 연구개발에 특화된 젠맵, 상업성이 높아지고 있는 RNA 치료제 연구개

발 기업인 앨라일람이 대표적이다.  

2023 년에도 글로벌 바이오/제약업종은 임상 진행에 따라 유망 신약들의 임상 결과가 가시화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2023 년 R&D 성과가 확인되는 분야는 비만과 NASH 등 

만성질환 치료제, ADC 와 이중항체 기전들의 항암제 분야이다.  

 

도표 1.   2021~2022년 NBI 및 DRG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  When will the US biotech market hit the bottom?   

 
자료: Evaluate Pharma,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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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스피 및 코스닥 바이오제약업종 지수는 1, 3 분기에는 부진한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었지만, 

2 분기와 3 분기 말 반등하며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2 년에는 북경한미의 

고성장에 힘입어 실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미약품,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익 

성장에 힘입어 퍼포먼스가 좋으며, 글로벌 신약 임상이 진행되었던 유한양행은 큰 주가 변동이 

없어 오히려 높은 상대수익률을 보여주었다.  

2023 년에도 국내 기업들도 중요한 임상 결과가 가시화되고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항암제 임상이 진행 중인 유한양행/오스코텍, 

북경한미의 이익 고성장이 예상되는 한미약품, 신제품 출시 효과가 반영되는 대웅제약 등 상위 

제약 3 사의 견조한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중반에는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의 기술이전, 

ABL 바이오의 항암제 글로벌 임상 1 상 데이터 확인이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업가치 레벨 업이 기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 5 공장 

증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기업가치가 레벨 업 될 전망이다. 

 

도표 3.  2022년 코스피 및 코스닥 의약품 지수 상대수익률 추이 

 
자료: Qunatwise, 유진투자증권 
 
 
도표 4.  2022년 기업별 주가 변동률 비교 (연초 대비) 

 
자료: Qunatwise, 유진투자증권 
주: 코스닥 기업은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기업은 코스피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임  
2022년 초 대비 2022년 말 KOSPI 수익률 -25%, KOSDAQ 수익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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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글로벌 매출액 상위 의약품 전망  

2023 년 글로벌 예상 매출액 상위 10 대 의약품 모두 연간 예상 매출액은 100 억 달러를 상회할 전

망이다. 모달리티별로는 단일항체 의약품 5개, 저분자 화합물 3개, 백신 2개이며, 적응증별로는 면

역항암제인 Anti-PD1 단일항체 2 개, 코로나 백신 2 개 및 치료제 1 개, 자가면역질환 관련 단일항

체 2 개, 혈전 치료제 1 개, 아토피치료제 1 개, 에이즈치료제 1 개이다.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요법이 확대되면서 항암제 시장 내 ‘키트루다(Keytruda®)’의 입지 강화는 지

속될 전망이다. 키트루다는 특허가 만료되는 2028 년 연 매출액이 30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국내 알테오젠의 SC(피하주사)제형 기술이 키트루다에 적용되어 현재 글로벌 임상 1 상이 진

행 중이다. 2025 년부터 키트루다 SC 제형이 시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알테오젠의 기업가치 상

승이 예상된다. 또한 면역항암제의 반응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전의 약물들이 키트루다와 병용요

법으로 임상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큐리언트, 티움바이오가 연구개발 중인 저분자 화합물들이 

키트루다 병용요법으로 글로벌 임상 1 상 진행 중이다. 한현 머크는 키트루다와 ADC 기전 약물에 

대한 임상도 진행 중이다. 특히 2022 년 머크는 중국 켈룬 바이오텍(Kelun Biotech)과 3 차례에 걸

쳐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데, 전임상 파이프라인 7 개 도입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 금액은 93

억 달러에 달했다. 켈룬 바이오텍의 가장 앞선 ADC 파이프라인 Anti-TROP2 ADC인 SKB264는 

키트루다는 병용요법으로 글로벌 임상 2 상을 시작하였다.  

2021 년 Top selling 의약품이었던 휴미라는 2023 년 특허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시장 진

입으로 매출 급감이 예상된다. Evaluate Pharma 는 휴미라의 2023 년 예상 매출액을 150 억 달러로 

2022 년 대비 약 50 억 달러(-20%y-y)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 월 말 Amgen 의 First 

Biosimilar(저농도)를 시작으로 7월부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오가논, 알보텍/테바의 고농도 바

이오시밀러 제품의 PBM List 등재가 시작된다. 관련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매출은 3 분기 중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1 월말 Amgen 의 가격 정책과 시장 점유율 침투 속도를 확인하는 것

으로 향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침투 속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5.  2023년 글로벌 매출액 상위 10개 

 
자료: Vantage Preview Repor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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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6.  2023년 글로벌 예상 매출액 상위 10개 의약품 

 의약품 
2023E  

매출액($bn) 
판매사 적응증 기전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허 현황 

1 
키트루다 

Keytruda 
23.8~25 Merck & Co 면역항암제 

단일항체 

(Anti-PD1 mAb, 

면역관문억제제) 

 알테오젠: SC 제형 기술 제공, 글로벌 임

상 진행  

 큐리언트, 티움바이오, 네오이뮨텍: 병용

요법 글로벌 임상 진행 중  

2 
코미너티 

Cominaty 
21.7 

Pfizer 

/BioNtech 

SARS-CoV-2  

백신 
mRNA 백신  

3 
휴미라 

Humira 
13.6~15 

Abbvie 

/Eisai 
자가면역질환 

단일항체 

Anti-TNF-mAb 

 2023년 특허 만료로 셀트리온, 삼성바이

오에피스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7월 1일 

출시 예정 

4 
팍스로비드 

Paxlovid 
~15.6 Pfizer 

SARS-CoV-2  

치료제 

저분자 화합물 

Protease inhibitor 
 

5 
엘리퀴스 

Eliquis 
~13 BMS/Pfizer 혈전치료제 

저분자 화합물 

Factor Xa inhibitor 

 2026~2027년 제네릭 출시 예정  

 경구용 항혈전제 

 경쟁약품인  Bayer/J&J의 잘레토(Xaleto)

는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으로 매출 급감 예상 

6 
옵디보 

Opdivo 
~11 BMS 면역항암제 

단일항체 

(Anti-PD1 mAb, 

면역관문억제제) 

 국내 네오이뮨텍이 NT-I7과 위암,위식도

접합부암, 식도선암에서 옵디보와 미국 

임상 2상 진행 중(이 외에 네오이뮨텍은 

티쎈트릭, 키트루다, 킴리아 등과도 병용

요법 임상 진행 중)  

7 
듀피젠트 

Dupixent 
~10.6 

Sanofi 

/Regeneron 

알레르기성 질환 

중증 아토피  

피부염 

단일항체 

(Anti- IL-4D/ IL -13 mAb,

피하주사) 

 2031~2035년 특허 만료 예상 

 적응증 확대(eosinophilic asthma, 

eosinophilic esophagitis)로 사노피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을 전망. 아토피-> 천식 

-> 부비동염으로 적응증 확대  

8 
스텔라라 

Stelara 
~10.6 

J&J 

/Mitsubishi Tanabe 
자가면역질환 

단일항체 

(Anti-IL-12/ IL-23 mAb) 

 2024년 특허 만료 

 국내에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동아에스티 등이 임상 3상 진행 중  

9 
스파이크백스 

Spikevax 
~10.9 Moderna 

SARS-CoV-2  

백신 
mRNA 백신  

10 
빅타비 

Viktarvy 
~10.5 Gilead Science HIV 

저분자 화합물 

(INSTI/NRTI/ NtRTI 

3중 복합제) 

 3중 복합제 

(bictegravir+emtricitabine+tenofovir 

alafenamide ) 

 에스티팜이 HIV 신약후보물질 임상 1상 

진행 중  

자료: Nature Drug Discovery, Evaluate Pharma, 유진투자증권  
주: IL, interleukin; INSTI, integrase strand transfer inhibitor; NRIT, nucleos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 NtRTI, nucleotide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 PD 1.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 
SARS-CoV-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TNF, tumor necrosis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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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10 억 달러를 상회하는 신규 매출을 창출할 의약품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 아토

피 치료제 듀피전트, 항혈전제 엘리퀴스 등이다. 매출액 100 억 달러가 넘을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

약품들이 10억 달러를 넘는 신규 매출을 창출하며 최소 10%y-y 넘는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

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GIP agonist, GIP/GLP-1 dual agonist 들이 비만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하면

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오젬픽(노보 노디스크), 마운자로(릴리), 위고비(노보 노디스크)가 

20 억 달러에 가까운 신규 매출 발생이 예상된다.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비만치

료제 위고비로 적응증 확대하면서 두 제품의 2023 년 합산 매출액은 40 억 달러에 근접할 전망이다. 

릴리는 첫 GIP/GLP-1 dual agonist 기전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은 마운자로를 비만치료제로 임

상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 년 신약 승인 받을 예정이다.  

자가면역질환에서 ‘스카이리치’와 ‘린버그’의 매출 성장이 눈에 띈다. 휴미라 특허만료(2023 년)로 

3~4 년 사이에 휴미라의 매출액이 200 억 달러에서 7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애

브비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휴미라를 대체할 제품으로 ‘스카이리치’와 ‘린버크’를 키우고 있다. 애브

비는 2025 년까지 스카이리치와 린버크의 합산 매출액이 150 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카이리치는 적응증을 빠르게 확대하고 건선질환 등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생물학적 

제제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매출 성장을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도표 7.  2023년 글로벌 신규 매출액 상위 10개 

 
자료: Vantage Preview Repor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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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2023년 신규 예상 매출액 10억 달러 상회할 글로벌 의약품 (도표 4에서 설명된 의약품은 제외함) 

 

의약품 

영문브랜드명 

(성분명) 

개발/판매사 적응증 기전 FDA approval history/ 관련 임상/ 효능 등  

1 

오젬픽 

Ozempic® 

(Semiglutide) 

노보 노디스크 당뇨 치료제 GLP-1 analogue 

 FDA approval history  

 2017.12.05제 2형 당뇨병 치료 

 0.5mg, 1mg, 2mg 

 2020.01.16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2022.03.2 고용량 제제 승인(2mg) 

2 

마운자로 

Mounjaro® 

(Tirzepatide) 

일라이 릴리 비만치료제 

GIP와 GLP-1 receptor 

dual agonist 

SC제형 

 처음으로 허가된 GIP/GLP-1 dual agonist 

 FDA approval history  

 2021.05.13 제 2형 당뇨병 치료 

관련 임상: SURPASS 1, 2  

 2022.10.06 FDA Fast Tract 지정 

 BMI 27 이상 비만치료제, 2023년 승인 기대  

 체중 감량 효과 22.5% 

 관련 임상: SURMOUNT-1, 2, NMO 

 2.5mg, 5mg 

3 

위고비 

Wegovy® 

(Semiglutide)  

노보 노디스크 비만치료제 
GLP-1 receptor agonist 

SC 제형 

 FDA approval history  

 2021.06.04 성인 비만 치료  

 2022.12.23 12세 이상 주 1회 제형으로 승인  

 주 1회 2.4mg 

 BMI 27 이상+ 고혈압/ 당뇨 질환 보유 또는 BMI 30 이상  

 환자의 33%에서 최고 20% 체중 감량 효과  

4 

스카이리치 

SKYRIZI® 

(Risankizumab) 

애브비 

/베링거잉겔하임 

면역질환 

(판상 건선 

건선 관절염 

크론병) 

 

단일항체 IV, SC 

Humanized mAb 

Anti-Interleukin-23A 

 FDA approval history  

 2019.04.23: 판상 건선 

 2022.01.21 건선 관절염 

 2022.06.17 크론병 

 12주 간격으로 연 4회 투여 

 관련 임상 UltlMMa-2, IMMhance 

 기존 건선약제들에 비해 빠르게 피부개선효과(PASI)를 보이

며 매출 성장 중 

 건선에서 크론병(염증성 장질환IBD)로 적응증 확대 

 관련 임상 ADVANCE. MOTIVATE, FORTIFY 

 애브비가 휴미라 대체 신약으로 교체 중  

5 

린버크 

Rinvoq® 

(Upadacitinib) 

애브비 

면역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강직성 척추염 

등) 

저분자 화합물 

JAK 1 저해제 

 FDA approval history 

 2019.08.16 류마티스 관절염 

 202112.14 건선 관절염 

 2022.01.14 아토피 피부염 

 2022.03.16 궤양성 대장염 

 2022.04.29 강직성 척추염 

 2022.10.21 비방사선학적 축성척추관절염 

 JAK 저해제인 젠잘스(토파시티닙, JAK 1,2,3 저해)가 심혈관

계부작용 이슈가 나타나면서 안전성 이슈 제기되면서 경쟁

약품 릴리의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JAK 1,2 저해)과 함께 

매출 급성장 중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GIP, 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olypeptide (Gastric Inhibitory Polypetide) 인크레틴(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장 호르몬), GLP-1 수용체의 작용제 효과를 보완; 
GLP-1, glucagon-like peptide 1, 인슐린 분비 촉진; 
JAK 저해제, Janus Kinase inhibitor, JAK-STAT 신호전달경로에 연관된 효소(JAK1,2,3, TYK2)의 활성을 저해함. 염증 질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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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출시가 기대되는 신약 후보물질 Top 10 

2022 년에는 40 개의 약물이 FDA 승인을 받았다. 2017~2021 년까지 연평균 54 개 전후로 신약 승

인받은 것을 감안하면 25% 정도 감소한 것이다. 2023 년에는 다시 50 개를 넘는 신약 승인이 기대

되고 있다. 2022년 신약 승인률이 하락한 이유는 동 기간에 업계가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으로 단순히 해석되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FDA 가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 충족조건

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승인이 지연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2 년에 FDA 승인 받은 의약품 중 주목할만한 제품은 릴리의 당뇨병치료제 ‘마운자로

(Mounjaro, 성분명 tirzepatide)’, 미라티의 폐암치료제 ‘크라자티(krazati, adagrasib)’, 앨라일람의 

RNAi 기전의 ‘앰뷰트라(Amvuttra, vutrisiran)’가 있다. 이중항체가 4 개, ADC 1 개, RNAi 치료제 1

개, 유전자 치료제 4 개, 세포치료제 1 개 등 신약 중 약 25%가 신기전 치료제이다. 특히 올 한 해 

이중항체 4 개, 유전자 치료제가 4 개가 승인 받으며 동 분야에서의 기술 진보를 보여주었다.  

2021년 말 발간되었던 ‘Vantage Preview 2022’년에서 전망했던 2022년 유망 10대 신약 중에는 알

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과 ‘간테네루맙’이 있었으며, RNAi 기전 치료제 ‘부트시란’ 등이 포함되

어 있었다. 그 중 도나네맙은 출시가 1 년 지연되어 2023 년 승인이 예상되며, 간테네루맙은 임상 3

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신약개발이 중단되었다. 이 외에도 희귀질환인 알포트증후군으로 

인한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 바도솔론은 효능 부족과 심장 기능 부작용으로 승인 거절되어 출시되

지 못했다.   

 

도표 9.  FDA 신약 승인 개수 추이  

 
자료: FDA, Evaluate Pharma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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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출시된 신약 중 눈 여겨 볼 것은 이중항체 기전의 ‘킴트랙’과 ‘바비스모’, 면역항암제 ‘옵듀얼

래그’,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RNAi 기전의 ‘앰뷰트라’이다. 바비스모는 황반변성 시장에서 Best 

in class 아일리아를 대체할 신약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운자로는 2023 년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 peak 매출액이 100 억 달러를 상회할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면역항암제 옵듀얼레그는 2 가지 면역관문인 LAG-3 와 PD-1 의 병용

요법인데 국내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로 LAG-3 와 PD-1 을 타겟한 ABL501 국내 임상 1 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과 연관된 신약은 다케다의 ‘보퀘즈나’이다. HK이노엔 ‘케이캡’(글로벌 임상 3상 중)과 대

웅제약 ‘펙수클루’(글로벌 임상 3 상 중)의 경쟁 제품으로 2023 년 출시 후 5 년 이내 매출액 1 조원 

달성이 예상된다. 2026 년경 HK 이노엔과 대웅제약의 펙수클루가 신약 승인받아 미국에서 판매될 

경우 P-CAP 제제 제품 3 개가 경쟁하게 된다. 당사는 국내 P-CAP 제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의

미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CAP 제제가 대체할 PPI 제제 시장

은 미국 기준 약 4 조원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케이캡과 펙수클루가 임상 자료에서 보퀘즈

나보다 우수한 약효와 낮은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표 10.  2022년 상반기 FDA 승인 신약(총 16개)  

 Date Drug 
Approval 

Date 
관련 기업  적응증 Modality/기전 

2026~28E 

매출액

($mn) 

1 Quviviq daridorexant 01.07 Idorsia 불면증 Orexin 1/2 receptor antagonist 1,052 

2 Cibinqo abrocitinib 01.14 Pfizer 아토피 건선 JAK1 저해제  760 

3 Kimmtrak tebentafusp-tebn 01.25 
Immonocore 

/Medison Pharma 
악성 흑색종 CD3 X gp100 TCR 이중항체 185 

4 Vabysmo faricimab-svoa 01.28 Roche/Genentech 습성 황반변성 Ang-2 X VEGF-A 이중항체 3,600 

5 Enjaymo sutimlimab-jome 02.04 Sanofi/ Abzena 용혈성 빈혈 
Serine protease C1 targeted 

mAb 
436 

6 Pyrukynd mitapivat 02.17 Agios Pharmaceuticals 용혈성 빈혈 Pyruvate kinase activator 511 

7 Vonjo pacritinib 02.28 CTI BioPharma 골수 섬유증 FLT3 and JAK2 inhibitor 496 

8 Ztalmy ganaxolone 03.18 Marius Pharmaceuticals 
뇌전증 

(CDK5 결핍 장애) 
GABAa receptor modulator 434 

9 Opdualag 
Nivolumab(옵디보) 

+ Relatlimab-rmbw 
03.18 BMS/Ono Pharmaceutical 악성 흑색종 

면항암제 병용요법 

LAG3 targeted mAb  

+ PD1 targeted mAb(옵디보) 

N.A 

10 Pluvicto 
lutetium (177Lu) 

vipivotide tetraxetan 
03.23 Pluvicto/Novartis 전립선암 

PSMA targeted 

radiopharmaceutical  
851 

11 Vivjoa oteseconazole 04.26 Mycovia Pharmaceuticals 칸디다증 
Lanosterol 14a demethylase 

inhibitor 
N.A 

12 Camzyos mavacamten 04.28 BMS 비대형 심근병증 Cardiac myosin inhibitor 158~4,000 

13 Voquezna 
vonoprazan, amoxicillin, 

clarithromycin 
05.30 Phathom Pharmaceuticals 헬리코박터 제균 

K-transporting ATPase a chain 

1 inhibitor+penicillin  
869 

14 Mounjaro tirzepatide 05.13 Eli Lilly 제 2형 당뇨병 
Dual GIP and GLP receptor 

agonist 
8,132 

15 Vtama tapinarof 05.23 
Heibei Wenfeng Industrial 

Group 
건선 

Aryl hydrocarbon receptor 

agonist  
NA 

16 Amvuttra vutrisiran 06.13 Alnylam/ Sanofi 아밀로이드증 Transthyretin-targeted siRNA 2,722 

자료: FDA, Nature Drug Discovery, Evaluate Pharma, 유진투자증권, 주: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제외 (p18 참고)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당뇨병치료제 

RNAi기전  

 

다케다의 P-CAP 기전  

보퀘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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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출시된 신약 중 눈여겨 볼 것은 이중항체 ‘텍베일리’와 ‘루순미오’, 항암제 ‘크라제티’, HIV 

치료제 ‘선렌카’이다. 이중항체 텍베일리와 루순미오는 T 세포의 CD3 를 타겟으로 하는 T cell 

Engager이다. 텍베일리는 글로벌 항체 연구개발 기업인 젠맵/J&J이 공동개발한 이중항체이다. J&J

의 주력질환인 다발성골수종 분야에서 이중항체 기전의 신약이며, 이전 치료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4 차 치료제(유럽), 5 차 치료제(미국)로 승인 받았다. 루순미오는 임상 2 상 결과를 근거로 

승인 받았는데 CD3XCD20 을 타겟으로 한 젠맵/애브미의 에피코리타맙도 2023 년 신약 승인이 

예상되면서 관련 적응증 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된다. 국내 ABL 바이오는 CD3 를 타겟한 T cell 

Engager 로 ABL602(CD3 X CLL1), ABL603(CD3 XCLDN18.2)의 비임상을 진행 중이며 2022

년 9 월 ESMO 와 11 월 PEGS summit 에서 비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바 있다.  

항암제 ‘크라제티’는 비소세포폐암 유발 유전자변이의 약 25%를 차지하며 두번째로 흔하게 발생하

는 K-RAS 유전자 변이를 타겟한 표적항암제이다. 암젠의 ‘루마크라스’가 2021 년 신약 승인 받았

으며 3Q22 판매액은 75 백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수치이다. 릴리, BMS 등이 

경쟁 약물을 개발 중에 있다. HIV 치료제 분야에서 6 개월 가격으로 투여하는 ‘선렌카’는 경쟁약물

인 비브 헬스케어(ViiV Healthcare)의 ‘카베누바’(2 개월 1 회 투여)와 경쟁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신약은 레방스 테라퓨틱스의 ‘닥시파이’이다. 대웅제약의 ‘주보’(나보

타 미국 브랜드명) 경쟁제품이 될 수 있는 보툴리늄 톡신 제제로 내년 중기에 시판될 예정이다. 출

시 5 년차 매출액이 1 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닥시파이는 단백질이 아닌 아미노산으로 구

성되어 있어 보톡스, 주보 등 기존 보툴리늄 톡신 제제(3 개월)보다 긴 4~6 개월 전후의 약효 지속 

기간을 차별점으로 내세운다. 대신 가격이 보톡스 대비 50% 높고(주보는 보톡스 대비 40% 저렴), 

주보 대비 가격이 약 3 배 높아 판매 시장은 차별화되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튤리늄 톡신 시장

이 5 조까지 커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장 시장이나 내년 하반기 닥시파이의 매출 성장세를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인 한미약품의 ‘롤베돈’이 화학항암요법 보조제로 9 월 신약 승인 받았다. 출시 3 년경 글

로벌 매출액 약 3 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한미약품에 유입될 로열티는 약 400 억원 수

준으로 당사는 추정하고 있다.   

  

T-Cell Engager  

이중항체 신약 출시 

 

K-RAS변이 타겟  

표적항암제  

 

프리미엄  

보튤리늄 톡신 제제  

출시 

 

한미약품의 롤베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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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  2022년 하반기 FDA 승인 신약(총 19개) 

 Date Drug 
Approval 

Date 
관련 기업  적응증 Modality/기전 

2026~28E 

매출액 

($mn) 

17 Xenpozyme Olipudase alfa 08.31 Sanofi 유전성 희귀질환 
재조합 human acid 

sphingomyelinase  
279 

18 Spevigo spesolimab-sbzo 09.01 Boehringer Ingelheim 농포성 건선 IL-36R targeted antibody NA 

19 Daxxify daxibotulinumtoixnA-lanm 09.07 Revance Therapeutics 미간 주름 
nAhR antagonist SNAP25 

inhibitors 
424 

20 Sotyktu deucravacitinib 09.09 BMS 중증 건선 TYK2 저해제 1,120 

21 Rolvedon eflapegrastim 09.09 
Spectrum 

Pharmaceuticals 
화학항암요법 보조 G-CSF receptor agonist 235 

22 Terlivaz terlipressin 09.14 
Mallinckrodt 

Pharmaceuticals 
간신 증후군 Vasopressin receptor agonist 91 

23 Elucirem gadopiclenol 09.21 Guerbet X선 조영제 
Gadolinium based contrast 

agent for MRI 
NA 

24 Omlonti 
oomidenepag isopropyl 

ophthalmic solution 
09.22 

Santen Pharmaceutical/ 

UBE Corporation 
녹내장, 고안압증 

Selective prostaglandin E2 

receptor agonist 
121 

25 Relyvrio 
sodium 

phenylbutyrate/taurursodiol 
09.29 Amylyx Phamaceuticals 루게릭 기전 알 수 없음 1,095 

26 Lytgobi futibatinib 09.30 Otsuka Holdings 담관암 FGFR antagonist 54 

27 Imjudo tremelimumab 10.21 Astrazeneca 간세포암 1차 치료 CTLA-4 억제   

28 Tecvayli teclistamab-cqyv 10.25 J&J 다발성 골수종 BCMA X CD3 이중항체 1,000~ 

29 Elahere 
mirvetuximab 

soravtansine-gynx 
11.14 Immunogen 난소암 치료제 

FRα X DM4 ADC 

가속승인 
- 

30 Tzield teplizumab-mzwv 11.18 Prevention Bio 
제 1형 당뇨병 

개시 지연 
Anti CD3 mAb  - 

31 Rezlidhia olutasidenib 12.01 Rigel Pharmaceutical 급성골수성 백혈병 
mlDH1(mutant isocitrate 

dehydrogenase-1) 저해제  
- 

32 Krazati adagrasib 12.12 Mirati 비소세포폐암 
KRAS G12C저해제 

가속승인 
- 

33 Sunlenca lenacapavir 12.22 Gilead Science HIV 6개월 간격 투여  877 

34 Lunsumio mosunetuzumab-axgb 12.22 Roche/ Genentech 
재발/불응 여포성 

림프종 3차 치료제 
CD20XCD3 이중항체  - 

35 Xenoview hyperpolarized Xe-129 12.22    - 

자료: FDA , 유진투자증권 
주: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제외(p18참고) 
  



2023년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 전망 

 

16_ Eugene Research Center 

2023 년 출시가 기대되는 신약 후보물질에는 적응증으로 살펴보면 CNS 질환 관련 의약품이 총 3

개인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2개, 우울장애 치료제 1개가 승인될 예정이다. 이 외에는 희귀질

환 치료제 1 개, 안과질환 치료제로 관련 질환 내 first –in class 로 출시되는 지도모양 위축증 치료제 

1 개, 백신 1 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2 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1 개가 승인 받을 것으로 기대된

다.   

모달리티로는 단일항체 3개, 이중항체 1개, 백신 1개, 유전자 치료제 1개, 저분자 화합물 4개이다. 

기업별로는 CNS 질환에 주력하는 바이오젠과 릴리가 각각 2 개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도표 12.  2023년 기대되는 신약 후보 물질 Top 10  

  관련 기업 적응증 기전 Status 

2028년 

예상 매출액 

($bn) 

1 Lecanemab 
Eisai 

/Biogen 
알츠하이머 치매 

Anti-amyloid-beta 

Mab(단일항체) 

PDUFA 2023.01.06 

가속심사 승인대상  
3.0 

2 SRP-9001 
Sarepta 

/Roche 
뒤시엔느 근위축증 유전자치료제 

PDUFA 2023.05.29 

가속심사 승인대상 
2.0 

3 
Intravitreal 

Pegcetacopian 
Apellis 

지도모양 위축증 

(geographic atrophy) 
보체인자 C3 저해제 

PDUFA 2023.02.26 

2022.12. EMA filing 예정 
2.0 

4 Donanemab Lilly 알츠하이머 치매 
Anti-amyloid-beta 

Mab(단일항체) 
2023.02. FDA 가속심사 결정 예상 1.9 

5 
RSBPreFe OA 

(GSK3844766A) 
GSK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성인 백신 

RSV(Respiratory syncytial virus) 

vaccine 

백신 
PDUFA 2023.05.03 

2023년 3 분기 유럽 승인 기대  
1.8 

6 Epcoritamab 
Abbvie 

/Genmab 
림프종 Anti-CD20 이중항체 

PDUFA 2023.05.21 

2023년 EU: DLBCL 승인 신청 예정 
1.7 

7 Zuranolone 
Biogen 

/Sage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 산후우울장애) 
GABA A modulator 

2022년말 NDA 신청 

2023년 3분기 미국 승인 예상 
1.5 

8 Mirikizumab Lilly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Anti-IL 23 Mab(단일항체) 
PDUFA 2023.05 (궤양성 대장염) 

MAA 2022.1Q 신청, 2023년 결정 예상 
1.2 

9 Etasimod Pfizer 궤양성 대장염 S1P 1 modulator 
2022년 Regulatory filing 

2023년 하반기 시판 예상 
1.2 

10 Sotatercept Merck & Co 폐동맥 고혈압 
Activin receptor 2a 

regulator 

2023년 초 Filing 예상 

미국 및 유럽 

Fast track/Breakthrough designation 기대  

2023년 하반기 승인 예상 

1.0 

자료: Vantage Preview Report 2023, 유진투자증권  

2023년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 출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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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이 신약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료

제 2 제품의 합산 매출액은 2028년까지 50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1

년 출시 전 큰 기대를 받아왔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헬름이 안전성 우려(ARIA 부작용:  

Amyloid related imaging abnormalities)가 제기되며 판매가 저조한 것을 감안할 때 레카네맙과 도

나네맙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판단된다.  

레카네맙은 지난 12 월 발표된 3 상(CLARITY AD) 결과 데이터 cut off 기간 이후 추가 진행된 

Extension Phase study 에서 임상 참여 환자가 3 번째로 사망하면서 안전성 우려와 임상 유효성 결

과에 학계 및 민간 연구단체에서 보수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ICER(Institute for 

Clinical and Economic Review)은 ‘유망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promising but inconclusive)’

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약가를 8,500~20,600 달러로 first in class 로 출시된 아두헬름 약가(28,000

달러)보다 낮게 평가했다. Science 에서도 임상환자의 사망원인을 레카네맙의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신경과학자들의 우려를 전하고 있다. PDUFA 기한인 1 월 6 일에 이러한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될지, FDA 승인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도표 13.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Amyloid beta targeting 단일항체) 및 시판 현황 

 의약품 FDA 승인 현황 개발/판매사 기전 임상 결과  

1 
아두카누맙 

(Aducanumab) 
2021.06.07 승인 바이오젠/ 에자이 

플라크 전 단계에 작용하여  

응집 2번째 단계 저해  

약 22% 인지저하 속도 개선(CDR-SB 기준) 

약 40% ARIA 부작용 

2 
레카네맙 

(Lecanemab) 

PDUFA 2023.01.06 

가속심사 승인대상 
바이오젠/ 에자이 

원시섬유에 결합하여 아밀로이드 

베타 축척 억제 

약 27%가 인지저하 속도 개선(CDR-SB 기준) 

약 10% ARIA 부작용 

3 
도나네맙 

(Donaemab) 

2023.02 

FDA 가속심사 결정 예상 
릴리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  

임상 환자의 25%가 임상 중단 

약 23% 인지저하 속도 개선(CDR-SB 기준) 

약 26.7% ARIA 부작용 

2023년 초 FDA의 가속 심사 신청 준비 

2023년 중기 임상 3상 데이터 확인 가능  

4 
간테네루맙 

(Gantenerumab) 

2022년 임상 3상 실패 

개발 중단 
Roche 원시섬유 연장 억제  2022년 임상 3상 실패, 중단 

5 
솔라네주맙 

(Solanezumab) 

2019년 임상 3상 실패 

개발 중단 
Roche 응집 첫 단계 저해  2019년 임상 3상 실패, 중단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CDR-SB(clinical Dementia Rating-sum of Boxes) assessment 

도표 14.  알츠하이머 치료제(아밀로이드 베타 관련) 작용 기전  

 
자료: 유진투자증권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Promising  

but inco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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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DA 는 CBER(생물의약품평가센터) 산하 조직인 OTAT (Office of Tissue and Advanced 

Therapies)에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의 임상 및 승인을 관할하다 CGT 분야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 OTP(Supper Office of Therapeutic Product)로 승격시켰다. OTP 는 첨단 바이오 

치료제 임상 및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인원들을 확충하고 있다. 2022 년

에는 1 개의 세포치료제(‘카빅티’, CAR-T 치료제)와 4 개의 유전자 치료제가 승인 받았으며, 2023

년에는 7 번째 유전자 치료제 ‘SRP-9001’가 신약으로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표 15.  유전자 및 세포 치료제 FDA 승인 및 시판 현황  

 의약품 개발/판매사  FDA approval 적응증 기전 

유전자 치료제 Gene Therapy 

1 Luxturna Spark therapeutics 
2017.12.19 

2022.06.08 

Voretigene neparvovec-rzyl 

유전성 망막질환(inherited retinal dx) 
 1회 접종 4.25mn 

2 Zolgensma Novartis 2019.05.26 
Onasemnogene abeparvovec-xioi 

척수성 근위축 SMA 
 1회 접종 $2.1mn 

3 Zynteglo Bluebird bio 2022.08.17 
Betibeglogene autotemcel  

지중해성 빈혈  
 1회 접종 $2.8mn 

4 Skysona Bluebird bio 2022.09.16 

eli-cel  

CALD 대뇌부신백질이영양증  

(cerebral adrenoleukodystrophy) 

 1회 접종 $3mn 

5 Hemgenix CSL 2022.11.22 
Etracogene dezaparvovec-drlb  

혈우병 B치료 

 1회 접종 3.5mn 

 아데노연관바이러스 5(AAV5) 벡터를 이용해 B

형 혈우병 발병원인인 9번 혈액응고인자 Factor 

IX 유전자를 전달, 단회 정맥투여 방식(기존 주

기적 정맥투여하는 예방요법) 

 유니큐어가 개발한 약물을 CSL이 2020년 임상 

단계에서 계약금 450mn, 마일스톤 1.6bn으로 

기술도입 

6  Adstiladrin 
Ferring 

Pharmaceuticals 
2022.12.16 비근침습성 방광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유전자 치료제 

 시판 전 

7 SRP-9001 
Sarepta 

/Roche 

PDUFA  

2023.05.29 

가속심사 대상 

Delandistrogene moxeparvovec 

뒤시엔느 근위축증 

 디스트로핀의 기능 구성 요인을 생산하도록 근

육을 통해 SRP-9001을 전달함 

 로슈와 2019년 계약 체결 

8 Roctavian 
Biomarin 

Pharmaceutical 
재심사 중 

Valotocogen roxaparvovec  

혈우병 A 치료 

 1회 접종 Euro 1.5 mn 

 유럽 시판 중, 조건부 허가 

 미국 FDA 는 다시 심사 중  

2022년 FDA approval 세포 치료제 Cell Therapy 

1 Carvykti 

J&J 

(Janssen 

Pharmaceuticals) 

2022.02.28 

Citacabtagene autoleucel 

BCMA 타겟 CAR-T 면역치료제 

재발성/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1회 IV 접종에 약 $489,655  

 다발성 골수종 5차 치료제 

자료: FDA, 유진투자증권 
주: 2017~2022년까지 FDA 승인받은 세포치료제는 카빅티 포함 총 6개(ABECMA, BREYANZI, CARVKTI, KYMRIAH, TECARRUS, YESCARTA) 

  

2022년 유전자  

치료제 신약 승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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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까지 치료제 개발이 되지 않은 NASH 영역에서 지난 12 월 말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가 

레스메티롬(Resmetirom) 임상 3 상 시험(MAESTRO-NASH study)에서 긍정적 탑라인 결과를 확

보하였다. 동 결과를 토대로 2023 년 신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THR-β agonist 기전의 경구

용 약제로 지방산 합성과정, 지방산 산화, 콜레스테롤 작용기전 등을 통제하는 작용을 한다. 금번 

임상 3 상 결과에서 1 차 유효성 지표인 ‘간 섬유질화 악화없는 지방간 해소(reduction in NAS with 

no worsening of fibrosis)’, ‘지방간 악화 없이 섬유질화의 감소(reduction in fibrosis stage by 1-point 

with no worsening of NAS)’을 모두 충족했으며 지방간 해소에서도 위약군(placebo) 대비 높은 효

능을 보였다. 2 차 유효성 지표인 LDL-콜레스테롤 수치도 하락시켰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GLP-1/GIP dual agonist 와 GLP-1/GIP/GCC triple agonist 파이프라인 

임상 2 상 결과를 2 분기경 발표할 예정이라 주목해야 한다.  

 

도표 16.  Madrigal Pharmaceuticals가 개발 중인 레스테티롬 작용 기전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7.  개발 중인 NASH 치료제 현황 

 
자료: Thaninee Prasoppokakorn(2021), 유진투자증권  

첫 NASH 치료제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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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임상 결과가 기대되는 파이프라인 Top 10  

2023 년은 다수영역에서 유망 신약 후보들의 글로벌 임상 탑라인 결과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기업

별로는 비만치료제들의 임상 결과가 가시화되는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ADC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

과가 가시화되는 다이치산쿄, 이중항체 파이프라인 결과가 가시화되는 젠맵 등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은 ADC 약물 영역 확대를 가능하게 할 다이치산쿄/아

스트라제네카의 Anti-TROP2 인 DATO-DXd 의 임상 결과이다. 첫 글로벌 임상 3 상 결과가 상

반기에 발표될 예정인데 동 파이프라인은 레고켐바이오의 LCB84 와 경쟁 파이프라인이다. 레고켐

바이오가 비임상 단계에서 수행한 DATO-DXd, 이미 시판 중인 트로델비 등과의 비임상데이타 

를 비교해 볼 때 LCB84 의 결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DATO-DXd 의 임상 결과 

유의미하다면 LCB84 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한양행/오스코텍/ J&J 의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맵 병용요법 글로벌 임상 결과도 중기에 탑라인 결

과가 확인 가능하다.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맵 병용요법 임상인 CHRYSALIS-2 와 MARIPOSA-2

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들(타그리소 내성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이다. 탑라인 결과

가 우수하고 이를 근거로 FDA 승인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2024 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판매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사는 레이저티닙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2.2 조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의 임상 3 상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릴리의 마운자로,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및 경구형 비만치료제 임상 결과가 발표된다.   

 

도표 18.  2023년 글로벌 빅파마별 기대되는 임상 개수  

 
자료: Vantage Preview Report 2023,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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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목할 임상:  

비만치료제 

폐암치료제 

ADC 기전 항암제  

 

 
Anti-TROP2  

DATO-DXd 

 

2Q 2023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맵 

병용요법 임상 주목 

 

2~3Q 2023 

비만치료제 임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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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9.  2023년 임상 결과가 기대되는 파이프라인(빅파마 중심으로)  

Company Project 적응증  임상 현황 결과 도출 예상 시기 Clinical trial ID 

Roche (2) 

Trigolumab 
비소세포폐암 

Anti-TIGIT mAb 

임상 3상 (티센트릭 병용) 

Skyscraper01 OS 결과 도출  

PFS개선 결과는 없었음 

Q1중순~Q2 NCT04294810 

Crovalimab 

보체 C5 저해제  

발작성야간혈뇨증(PNH) 

1차 치료제  

임상 3상 Commodore -2  

중국에서 승인 받음 
2023년 초  NCT 04434092 

Pfizer Fldanacogene elaparvovec 
혈우병 B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임상 3상  Q1 NCT 03861273 

Pfizer/Biontech PF-07252220 (BNT161) 
4가 mRNA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 3상  2023년 중반 NCT 05540522 

Novo Nordisk 

(3) 

Rybelsus 

(oral semaglutide) 
경구용 비만/ 당뇨병치료제  

임상 3상 Pioneer Plus (당뇨) 

임상 3a상 Oasis 1 (비만) 
2023년 상반기 

NCT 04707469 

NCT 05035095 

Semaglutide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STEP-HFpEF in 

HFpEF(이완성 심부전) 

Q2 

primary completion 5월 
NCT 04788511 

Wegovy 

(semaglutide injection)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Select CVOT (비만) 2023년 중기 임상 완료 NCT 03574597 

J&J (2) 

Nipocalimab 
류마티스 관절염 

중증 근무력증 
임상 2상, 임상 3상  

상반기: 류마티스 관절염 

하반기: 중증 근무력증 

NCT 04991753 

NCT 04951622 

Rebrevant + lazertinib 
비소세포폐암 

EGFR 변이, 2차 치료제 
임상 3상 Mariposa -2  2023년 중반 NCT 04988295 

J&J 

/Genmab 
Talquetamab  

재발성/불응성  

다발성골수종 

임상 2상 MonumenTAL-1 

이중항체 
2023년 하반기 NCT 04634552 

Abbvie 

/Genmab 
Epocoritamab DLBCL 정식승인 

임상 3상 Epcore  

이중항체 
2023년 하반기 NCT04628494 

Daiichi Sankyo 

/Astrazeneca 

(2) 

Datopotamab deruxtecan 비소세포폐암 2/3 차 치료제 임상 3상 Tropion-Lung01  2023년 상반기 NCT 04656652 

Enhertu 유방암(HER 2 low) 

임상 3상 Destiny-Breast 06  

HER2 low 2L + 전이성 유방암

(HER 2 – 0 cohort, PFS 확인) 

2023년 상반기 NCT 04494425 

Daiichi Sankyo 
Patritumab deruxtecan 

(U3-1402, HER3 –DXd) 
비소세포폐암 EGFR m+ 

Pivotal 

임상 2상 Herthena-Lung01 

2023년 말 

primary completion 11월 
NCT04619004 

Astrazeneca Camizestrant+CDKi 

 유방암 

1차 치료제 

전이성 HR+/HER2- 유방암 

ESR1m, 경구 

임상 3상 Serena-6 Q4 NCT03701334 

Sanofi 

/Regeneron 
Dupixent COPD  임상 3상 Boreas 2023년 상반기 NCT 03930732 

Sanofi Tolebrutinib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 임상 3상 Gemini 1 & 2  
2023년 하반기 

primary completion 8/9월 

NCT04410978 

NCT04410991 

자료 Vantage Preview Report 2023,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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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0.  2023년 임상 결과가 기대되는 파이프라인(빅파마 중심으로, 도표 19에 이어서) 

Company Project 적응증  임상 현황 결과 도출 예상 시기 Clinical trial ID 

Lilly (4)  

Mounjaro (Tirzepatide)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Surmount 2,3, 4 Q2 

NCT 04657003 

NCT 04657016 

NCT 04660643 

Donanemab 알츠하이머 치매 
확정적 임상 3상  

Traiblazer-Alz 2 (가속승인 신청) 
2023년 중기 NCT 04437511 

Mounjaro (Tirzepatide) 비만치료제 임상 3상 Summit in HFpEF 
2023년 말 

primary completion 11월 
NCT04847557 

Imlunestrant 유방암(ER+/HER2 -) 임상 3상 Ember  
2023년 하반기 

primary completion 6월 
NCT04847557 

Merck (1) MK-7684 (vibostolimab) 
NSCLC 2차 치료제 

Anti TIGIT mAb 

임상 2상 Keyvibe-002  

키트루다 병용  

2023 

Primary completion 5월 
NCT 04725188 

Novartis (3)  

Kisqali 유방암(adjuvant, HR+)  임상 3상 Natalee  
2022년 말 중간결과 

2023년 완료 
NCT03701334 

Sabatolimab 
급성백혈병(AML) 

TIM - 3 project 
임상 2상 Stimulus-AML 2023년  NCT04150029 

Iptacopan 
단백뇨  

사구체병증 

임상 3상 Applause-IgAN 

(가속 승인) 

임상 3상 Appear-C3G  

2023년  
NCT04578834 

NCT04817618 

Bristol Myers 

Squibb (1) 
Opdivo + Yervoy 간암 임상 3상 Checkmate-9DW Q4 NCT04039607 

자료 Vantage Preview Report 2023,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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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현재가치가 높은 신약 후보물질 Top 10 

2022 년 말 기준 순현재가치가 높은 신약 후보물질 Top 10 개에는 Anti-TROP 2 ADC 를 포함한 

ADC 기전 약물 2 개, Crispr-Cas 9 기전 약물 2 개, Anti- TiGIT 면역관문억제제 1 개, 이중항체 1

개, FcRN 저해제 1 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1 년 말 대비 임상이 진행되면서 1 년간 가치가 상승

한 것은 anti-TROP2 ADC, KarXT 2 개이며, Tiragolumab, CTX001 은 가치가 하락하였다. 나머

지 6 개는 가치가 신규 평가된 파이프라인이다.  

Datopotamab deruxtecan(DATO-DXd)는 다이치산쿄/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개발 중인 ADC 약

물로 두 제약사가 상업화에 처음 성공한 ‘엔허투®’에 이은 두번째 ADC 파이프라인이다. TROP 2

를 타겟하는 ADC 약물로 폐암과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국내 바이오텍인 레고켐바이오와 

경쟁 약물이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암젠의 트로델비가 유효성 측면에서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신규 

Anti TROP-2 ADC 인 DATO-DXd 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2 년, Merck 가 

중국 켈룬 바이오텍으로부터 Anti TROP-2 ADC 인 SKB164 를 포함한 ADC 파이프라인 도입에 

100 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를 하면서 ADC 파이프라인들의 가치가 높아진 상태이다. DATO-

DXd의 임상 결과는 유사한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데이터 평가에 기준이 될 것이어서 당사 또한 주

목하고 있다. 다이치산쿄가 자체 개발 중인 HER3 타겟 ADC 파이프라인 첫 임상 결과도 2023 년

에 공개될 예정이다.  

Crispr-Cas 9 유전자 편집 치료제인 ‘NTLA2001’가 임상을 신청할 예정이며 ‘CTX001’은 신약 승

인 신청이 예상된다.   

Anti-TIGIT 기전은 LAG-3, TIM-3 처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면역관문억제제로 로슈

(Tiragolumab), BMS(BMS-986207, AGEN1777), 머크(vibostolimab, MK-7684), 길리어드사이

언스/Arcus (domvanalimab) 등이 PD-1/PD-L1 면역관문억제제들과 간암, 폐암 치료를 타겟으로 

하여 병용요법 임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 임상에서 유효한 결과는 얻지 못한 상태이다. 로

슈의 Tiragolumab 또한 비소세포폐암에서 1 차 종결점 mPFS 에서 유의미한 개선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OS 데이터를 추가 확인하기 위한 임상이 진행 중에 있다.  

FcRn 저해제인 J&J 의 니포칼리맵(Nipocalimab)은 2020 년 모멘타 파마슈티컬로부터 65 억 

달러에 인수한 파이프라인으로 아르제닉스의 비브가르트(시판 중), 한올바이오파마의 HL161(임상 

3 상)과 경쟁약물이다. J&J 은 니포칼리맵의 peak sales 를 50 억 달러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항체인 탈쿠에타맵(Talquetamab)은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J&J 이 

Genmab 과 GPRC5D X CD3 를 타겟한 이중항체 치료제이다. 4~5 차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J&J 은 이미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다잘렉스(단일항체), 벨케이드(저분자 화합물), 카빅티(CAR-

T), 텍베일리(이중항체) 등 4 개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 출시 기대 

 

유전자편집치료제  

임상/신약 승인 신청 

신규 면역관문억제제 

등장 

 

두번째   

 FcRn 저해제 

 

이중항체 치료제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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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1.  Most valuable R&D projects   

 2023 Project Companies involved 기전 및 적응증 
NPV ($bn) 

2022년 2023년 

1 
Datopotamab 

deruxtecan 
Daiichi Sankyo/AZ 

Trop 2 targeted ADC 

폐암, 유방암 

첫번째 임상 3상 데이터 상반기 도출 

6.1 9.6 

2 NTLA 2001 Intellia/Regeneron 
Crispr-Cas 9 gene editing therapy 

 hereditary transthyretin amyloidosis(유전성 트레스티레틴 아밀로이드증)  
- 6.3 

3 Nipocalimab J&J 

FcRn antagonist  

자가면역질환, 중증 근무력증(임상 3상 진행) 등 

2020년 8월 J&J이 Momenta Pharmaceuticals를 $6.5bn에 인수 

- 5.4 

4 mRNA-1647 Modena 
거대세포바이러스 백신 (Cytomegalovirus vaccine) 

임상 3상 중 
- 4.7 

5 Talquetamab J&J/Genmab 

다발성 골수종 4~5차 치료제  

First-in-class GPRC5D X CD3 이중항체 

임상 1/2상(Monumen TAL-1 study) 

- 4.5 

6 KarXT Karuna Therapeutics 

M1/M4 무스카린 작용 정신분열증 치료제  

Xanomelin(muscarinic agonist)+ trospium(muscarinic antagonist) 복합제, 경구용 

임상 3상 

3.8 4.2 

7 Aficamten Cytokinetics 

심장 마이오신 억제제  

비후성 심근증  

임상 3상  

- 3.7 

8 Tiragolumab Roche 

Anti-TIGIT Mab 

비소페포폐암  

임상 3상 중간 결과 PFS 개선 없었음. OS 확인 위해 임상 지속 진행 중   

5.7 3.2 

9 

Patritumab 

deruxtecan 

(US-1403) 

Daiichi Sankyo 

HER3 targeted ADC  

유방암. 폐암 

임상 1상 데이터 2023년 확인 가능  

- 2.9 

10 CTX001 Crisper/Vertex 

Crispr-Cas9 gene editing therapy, 엑사셀(exagamglogene autotemcel, exa-cel) 

겸상적혈구병 치료제 및 베타지중해성 빈혈 치료제 

(sickle cell dx and beta thalassaemia) 

2023년 미국 및 유럽 신약 승인 신청 예상 (1Q 2023) 

임상 완료는 2024년 예상  

5.0 2.4 

자료: Vantage Preview Report 2023,Biospace,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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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년 M&A: 2022년보다 활발해질 것  

2022 년 총 인수금액은 900 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21 년 대비 감소하였다.  Evaluate Pharma

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3년에는 2022 년보다 큰 규모의 M&A 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빅파마 주력 품목들의 특허만료가 2025 년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포트폴리오를 확보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바이오텍들의 기업가치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023 인수 예상 후보는 CNS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바이오젠, ADC 전문 기업 시젠. 비브가르트

(FcRn 저해제, 전신성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상업화에 성공한 네델란드 바이오기업 아르젠엑스, 희

귀질환 연구개발 기업 버텍스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외에는 제 1 당뇨병 치료제 신약(TZIELD)을 

개발한 Provention Bio, NASH 치료제 임상 3 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확보한 Madrigal 

Pharmaceuticals, 조현병 치료제(KarTX)를 개발 중인 Karuna Therpeutics 등이 부상하고 있다.  

2023년 M&A에 투자 예상 금액은?   

 
자료: Vantage Preview Report 2023(2023.11기준), 유진투자증권 
 

도표 22.  2023 년 인수 예상 후보는?   

 
자료: Vantage Preview Report 2023(2023.11기준),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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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용이증가하여

소규모거래만예상

금년과유사한규모로

인수합병예상

특허만료가다가오면서

큰규모의인수합병예상

투표 수

2025년 전후 

Patent Cliff 

 

바이오젠, 아르제엑스, 

버텍스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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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가장 큰 규모의 M&A 는 암젠이 Horizon Therapeutics 를 278 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12 월 12 일). 호라이즌은 희귀질환, 자가면역질환, 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에 특화된 아일랜드 기업

이며, 암젠은 희귀질환 분야에서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호라이즌은 3 개 

신약을 상업화시켰는데 갑산선안병증 치료제 테페자, 만성통풍 치료제 크리스텍사,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업리즈나를 판매 중이다.  

2022 년 M&A Top 15 을 살펴보면 기업 중에서는 Amgen 과 Pfizer 가 적극적으로 인수하였으며, 

파이프라인들은 항암제(5건), 희귀질환(3건), 자가면역질환(2건), CNS(2건) 분야이다. 주요 인수기

업들인 빅파마들은 보유한 주력 제품들의 특허 만료를 대비하기 위해 스위칭 할 수 있는 신규 파이

프라인 확보, 기존 포트폴리오와의 시너지가 확대될 수 있는 전략의 일환으로 에셋을 구축하고 있

다. 또한 기존에 없는 신규 모달리티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인수 전략도 눈에 띈다. 머크(미국)의 

ADC 기전 파이프라인 확보 전략과 유사하게 이미 ADC 기전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

트라제네카는 이중항체 기전 파이프라인 확보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2.5 억 달러에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이 있는 Teneo Two 를 인수하였으며 하버바이오메드와 기술이

전 계약도 체결하였다.  

 

도표 23.  2022년 M&A Top 15  

 인수 기업 피인수 기업 
인수 발표일 

/ 인수 금액($bn) 
주요 파이프라인 

1 Amgen Horizon Therapeutics 12.12 /  27.8 희귀질환 (갑상선안병증, 만성통풍, 시신경 척수염 등) 

2 Pfizer Biohaven Pharmaceutical 05.10/  11.6 CGRP 저해제 (편두통 치료제 누르텍 상업화) 분야 전임상 파이프라인 5개 

3 Pfizer Global Blood Therapeutics 08.08/  5.4 희귀질환 (겸상적혈구병 sickle cell anemia 치료제 옥스브리타 상업화)  

4 BMS  Turning Point Therapeutics  06.03/  4.1 항암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ROS/NTRK 저해제, MET 저해제, RET 저해제 등) 

5 Amgen ChemoCentrix 08.04/  3.7 자가면역질환 (혈관염 치료제 경구용 C5aR 억제제 타브네오스 상업화)  

6 Biocon Viatris 바이오시밀러 사업부 02.27/ 3.4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다수) 

7 GSK Affinivax 05.31/  3.3 
백신 (폐렴구균 백신 AFX3772 임상 2상 중) 및 MAPS(Multiple Antigen 

Presentation System 다중항원제시 시스템) 플랫폼 보유  

8 GSK Sierra Oncology 04.13/  1.9 항암제 (JAK 저해제: 골수섬유증 치료제 모멜로티닙) 

9 UCB Zogenix 01.19/  1.9 CNS (뇌전증 치료제 핀테플라 보유) 

10 Sumitovant Myovant Science  10.23/  1.7 항암제 (전립선암 치료제 오르고빅스), 자궁근종 치료제 (마이펨브리 )  

11 Incyte Villaris Therapeutics 10.03/  1.4 자가면역질환 (백반증 치료제 오레몰리맙 전임상 단계)  

12 MERCK(미국) Imago BioScience 11.21/  1.35 항암제 (혈액암 치료 경구용 LSD1 저해제 보메뎀스타트 임상 2상) 

13 AZ  Teneo Two 07.05/  1.25 항암제 (혈액암 치료 이중항체 TNB-486 등 보유) 

14 Novo Nordisk Forma Therapeutics  09.01/  1.1 희귀질환 (겸상적혈구 질환 치료제 에타보피바트), 항암제(혈액암 울루타시네닙) 

15 Abbvie Syndesi Therapeutics 03.01/  1.0 CNS (SV2A modulator 뇌전증 치료제 SDI-118, 알츠하이머 치료제) 

자료: BioSpace, Drug Discovery, Fierce Biotech, 업계 기사, 해당 기업, 유진투자증권   

 

 

  

2022년 12월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 

 

M&A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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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별 주요 이슈   

도표 24.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별 주요 이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학회/

주요 

행사 

01.09~14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04.14~19 

AACR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 

09.09~12 

WCLC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 

10.24-~27 

CTAD (Clinical Trials on Alzheimer’s 

Disease) 

 

04.20~22 

EASL Liver Cancer Summit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10.03~06 

EASD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10.30~11.01 

TIDES EUROPE (Oligoneucleotide 

and Peptide therapeutics) 

 

05.07~10 

TIDES US (Oligoneucleotide and 

Peptide therapeutics) 

10.20~24 

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11.01~05 

SITC (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 ) 

 
05.13~16 

World ADC London  

10.05~07 

ADA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11.10~14 

AASLD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 

 

05.15~19 

PEGS Boston Summit 

(Protein & Antibody Engineering 

Summit) 

 

11.14~16 

PEGS Europe  

(Protein & Antibody Engineering 

Summit) 

 

06.02~06 

ASCO annual Meeting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12 

ASH (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 Annual Meeting 

 
06.05~08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06.15~18 

ENDO (Endocrine Society) 
  

주요 

이슈 

암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 

(01.31) 

유한양행/오스코텍/J&J 

레이저티닙/리브리반트 병용요법  

글로벌 임상 2상 (3월)및 3상(5월) 

탑라인 결과 확인 가능 

대웅제약 

펙수클루 분기 처방액 100억원예상 

유한양행/오스코텍/J&J 

레이저티닙/리브리반트 병용요법 

FDA 신약 승인 신청 기대  

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US, 베

그젤마 유플라이마 EU 시장 직판 현

황 확인 

한미약품 NASH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 학회 발표 예상  

(EASL 2023)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 (07.31)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추이 

확인 

삼성바이오로직스: JPM 헬스케어 컨

퍼런스에서 제 5공장 증설 계획 발

표 기대 (미정) 

레고켐바이오  

LCB 14 글로벌 임상1상 시작 기대  

레고켐바이오 

LCB84 글로벌 임상 1상 시작 기대

(2023년 중기) 

 

HK이노엔: K-CAP 중국 보험 급여 

등재 기대(미정) 
ABL301 글로벌 임상 1상 보완 기대  

ABL101, ABL 103 글로벌 임상 1상 

진입 기대 

ABL 503 글로벌 임상 1상 탑라인 

결과 확인 가능  

 

알테오젠 기술이전(산도즈) 계약금 

수령 

알테오젠 성장호르몬 임상 2상 시

작 기대 
  

자료: 유진투자증권 정리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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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2.12.3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