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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MO 통합법인 출범 

선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는 CMO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SK CMO 통합법인을 출범  

 1단계 : 기존 SKBT 보유 자산 (BT Ireland, BT USA)를 HC에게 현물배당을 통해 이전 (2019.6.18 기 공시) 

 2단계 : HC 보유 중인 CMO 자산 전체(BT, BT Ireland, BT USA)를 현물출자를 통해 통합법인으로 이전 (2019.9.2 공시) 

 

<현재> <통합법인 출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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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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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T 마케팅 법인 

SK주식회사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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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AMPAC 
텍사스 

AMPAC 
버지니아 

BT Ireland SKBT AMPAC 
캘리포니아 

BT USA 

신설 통합법인 

 HQ : Sacramento 
 CEO : Aslam Malik 

* ’19년 말까지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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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MO 통합법인 출범 

CMO 사업은 제약시장 환경 변화 및 제약사의 아웃소싱 니즈 증대에 따라 고성장 지속 중이며,                                         

산업 내 Consolidation 등으로 선두 업체와 후발 업체의 Gap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생산공정 난이도 증가와 중국/인도 CMO 품질 이슈 대두로 기술력과 안정적 생산능력이 검증된 Top-tier CMO 차별화 

 자체 생산 시설이 없는 신생 제약사들의 고성장으로 CMO 잠재고객 증가 

'17 '20E '23E

$100B 

$81B 

$122B CAGR 7.1% 

$64B 

$54B 

$76B 

바이오 API 

$27B 
$6B 

$32B 
DP2) 

합성 API1) 

$21B 

$9B 

$14B 

최근 3년 Top-tier CMO CMO 전체 

매출 성장률 17% 7% 

EBITDA 마진 19% 7~10% 

Source : IQVIA, Frost & Sullivan, IMS Healthcare, Mordor Intelligence, Visiongain 등 

1)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 원료 의약품, 2) DP(Drug Product) : 완제 의약품 

 49% 

 50% 

67% 
78% 

'15 '16 '17 '18

45개 

22개 

46개 

59개 

「 美 FDA 승인 신약 中 신생제약사 비중 」 

「 Global CMO 시장 전망 」 「 Top-tier CMO의 성장성/수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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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MO 통합법인 출범 

글로벌 관점의 운영 최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선도 API 사업자와 경쟁 가능한 수준의 규모 달성  

 API 핵심기능(Marketing, Quality, R&D, SCM)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화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Headquarter 소재하여 고객 접근성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  

구분 

Cambrex Siegfried SK Pharmteco 

’18A ’18A ’18A ’19E 

매출 $531M $807M $442M $562M 

EBITDA  $149M $127M $93M $105M 

Capa. 1,000㎥ ~ 1,500㎥ 998㎥ 1,012㎥ 

「주요 글로벌 API 사업자와 비교」 

3 R&D Center  6 Manufacturing Plant 1 Analytical Lab 

Swords, Ireland 
Manufacturing Plant 

Daejeon/Sejong, South 
Korea 
Manufacturing Plant 

Rancho Cordova, CA, US 
Manufacturing Plant 

La Porte, TX, US 
Manufacturing Plant 

Petersburg, VA, US 
Manufacturing Plant 

Swords, Ireland 
R&D Center 

Daejeon, 
South Korea 
R&D Center 

Rancho Cordova, CA, US 
R&D Center 

El Dorado Hills, 
CA, US 
Analytical Lab 

※ Cambrex  (뉴욕 상장), Siegfried (스위스 상장)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J_bud363hAhXBybwKHfqUAooQjRx6BAgBEAU&url=http://tomatomac.com/bbs/board.php?bo_table=06_image&wr_id=4833&psig=AOvVaw2IPMrxjk3bqqgl4zMg8yJx&ust=155416856460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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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운영체계 안정화 후, Organic/Inorganic 성장 병행하여 ’25년 기업가치 10조원 목표 

 ’20년 이후 SK Pharmteco 자체 경쟁력 및 리소스를 기반으로 사업 확장 계획 

 세종공장 증설로 Asia 지역 

고객 대응 경쟁력 확보 

 Europe 지역 생산설비 확보 

(BMS Swords 설비 인수)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 생산설비 

확보 (AMPAC 인수) 

 글로벌 거점별 생산체계 완비 

 Top-tier CMO로 Positioning 위한 

통합법인 출범 (‘19.12월 예정) 

 지역별 수주 확대 추진 

 SK Pharmteco 자체 

리소스 및 경쟁력 기반 

성장옵션 실행 

2017 

2018 

201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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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CMO산업 Value-Chain 및 SK CMO 설비 현황 

SK바이오텍 (한국) SK BT Ireland (아일랜드) AMPAC (미국) 

설비 
규모 

 총 2개 공장 (318㎥) 
- 대전 : 2개동 158㎥ 
- 세종 : 1개동 160㎥ 

 총 1개 공장 (96㎥) 
- Swords : 6개동 96㎥ 

 총 3개 공장(598㎥) 및 1개 분석 Lab 
- 캘리포니아 : 17개동 319㎥ 
- 텍사스 : 1개동 91㎥ 
- 버지니아 : 4개동 188㎥ 

고객 
제품 

 대형 제약사 중심 고객군 보유 
 SKBP 출시 예정 Cenobamate 생산 예정 

 5년 이상 장기공급 보유  
 대형제약사 및 신생제약사로 다변화된   

고객군 보유 

핵심 
기술 

 연속공정                                       
(Continuous Process Technology) 

 HPAPI (High Potent API) 
 ESP (Energetic & Specialty Chemistry) 
 SMB (Simulated Moving Bed) 
 CS (Controlled Substances) 

합성 API($54B) 

- 現 SK CMO 사업 영역 - 

바이오 API($6B) 

DP($21B) 

임상 전임상 

공정개발 Scale-up 상업 생산 

상업화 

제형화 포장 배포 

1 

2 

3 

의약품 
개발 단계 

CMO 역할 

CMO  
주요 영역 
(’17년) 

전임상 
/임상 

상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