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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서제약(상해 A 주, 600276)
(중국 1 위 바이오 회사)
기업개요
항서제약은 1970 년에 설립되어 2000 년에 상해거래소에 상장한 명실상부 중국 1 위
바이오 기업이다. 중국 신약개발 선두기업으로 항암제, 마취제, 진통제 부문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각지에 R&D 센터와 임상실험센터를 운영중이며 중국
내 15,000 개 공립병원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신약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파티닙 간암 3 상실험, 리보세라닙 로열티, 코로나진단키트, 산소호흡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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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간암은 중국에서 폐암, 위암에 이어 발병률 3 위로 의료치료의 수요가 상당히 높다. PD1 항암제인 캄렐리주맙은 중국 국산 PD-1 항암제 중 적응증 종류를 가장 많이 커버하는
제품이다. 항서제약은 2020 년 3 월 6 일 캄렐리주맙의 간암 2 차 치료제로 중국 CFDA
허가를 취득했다. 간암 적응증에 대해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을 제치고 8 개 제품
중 항서제약이 가장 먼저 승인을 받아 앞으로의 매출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2020 년
6 월 19 일에는 중국국가의약품 관리국으로부터 개발중인 면역항암제 PD-1
캄렐리주맙(camrelizumab)의 폐암/식도암 분야로써의 치료제로 최초 공식
승인받았다. 캄렐리주맙은 항서제약의 가장 큰 기대 품목이며 2025 년에 57 억위안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 년부터 신약 모멘텀 본격화: 작년 6 월 출시한 자체 개발 블록버스터 PD-1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Camrelizumab, SHR-1210)은 올해부터 판매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 내 PD-1 을 출시하는 4 개 제약사(Junshi Bio, Innovent, BeiGene) 중
가장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우수한 판매 네트워크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빠른 시장
선점 기대하고 있다.
2019 년 12 월 정맥주사 마취제 ‘레미마졸람(Remimazolam)’ 시판 승인되었다. 동사
마취제 영역의 첫 혁신약으로 위장 내시경 마취시 사용되며 향후 프로포폴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최대 10~20 억위안의 매출 기여 예상을 하고 있다. 2020 년에 장
내시경 등 적응증 관련 마취제 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2020 년 1 월 기준 57 개의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이 임상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10 개
제품이 28 개 적응증에 임상 3 상 단계를 진행중이다. 또한 1 개 마취제와 1 개 항암제가
4 개 적응증 부문에 NDA(신약허가신청) 절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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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 분기 기준 매출액
항암제

구분

매출액 비중
45%

마취제

24%

조영제

14%

기타

17%

실적
코로나 19 로 인한 수술감소로 매출 및 순이익 성장률이 전 분기대비 둔화되었지만 1 분기 매출액 55.2 억 위안(+11.3% YoY)과
순이익 13.2 억 위안(+10.3% YoY)를 기록했다.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 중 항서제약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또한 재무구조 또한 바이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부채비율로 운영중이라 안정적이다.
2019 년에는 7 건의 신약을 승인 받았다. 올 1 분기 항서제약은 총 7 개의 임상 3 상과 18 개의 1 차 임상을 개시하였다.
전망
중국의 막대한 의료 산업에 투자할 방법은 중국의 1 등 바이오회사를 매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 바이오 산업은 CFDA 가 자국
기업 위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중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 보면 된다.
중국정부에서는 신약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항서제약은 중국내에서 가장 많은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이다. 정부에서
헬스케어 산업을 밀어줄 때 1 등 기업인 항서제약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웰빙 및 건강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중국 14 억명의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암환자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에서 암 환자가 지구상에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나라다. 중국 바이오
산업은 14 억 이상의 인구이기에 엄청 커다란 시장이다. 향후 미국을 넘어 세계 1 위의 제약시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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