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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기업 우회상장 현황

• 코스닥시장 활황의 견인차

• 바이오기업 우회상장 현황

• 왜 우회상장을 하는가?



코스닥활황의 견인차(1)

코스닥지수는 2005년 동안 110.37% 급등하였고, 이의 주
역으로 바이오테마와 엔터테인먼트테마의 우회상장이 큰 역할
을 함.



코스닥활황의 견인차(2)

2005년도 우회상장은 6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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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신규상장 및 우회상장 기업수는 총 127개(전체 코
스닥기업 916개)로서, 우회상장이 50%이상을 차지함.

우회상장 67개사
52.7%

IPO 60개사
47.3%

67개사합 계

14개사주식스왑

3개사영업양수 및 증자

25개사포괄적 주식교환

25개사합 병

우회상장방식



온라인게임

디지탈방송수신기

정보보호솔루션

아케이드게임개발

전선류제조

디지털TV제조

피혁제조

소프트웨어개발

모바일컨텐츠개발

합성수지제조

PCB자동화기기

컴퓨터시스템설계

의류제조

HDD부품 유통

가정용전자혈압계

손톱깎기제조

산업용밸브생산

사업내용

703억원퓨쳐시스템신약개발렉산2006-06-08

175억원디지탈멀티텍육계신명2006-06-28

712억원엔틱스소프트생체인공간 개발헤파호프코리아2006-07-08

481억원한국기술산업유전자개량기술제노포커스2006-03-13

587억원이오리스신약개발뉴로테크2006-05-31

1,291억원피엠케이신약개발천지산2006-03-01

249억원덱트론세포치료제개발이노메디시스2006-03-07

998억원폴리플러스약물전달기술포휴먼텍2006-02-07

982억원레전드테크놀로지스신약개발디지탈바이오텍2006-02-22

280억원티니아텍유전자분석사업파마코디자인2006-02-23

2006-01-19

2005-10-20

2005-10-19

2005-08-31

2005-07-22

2005-05-30

2005-02-25

일 시*

370억원나래시스템실험동물개발PWG

593억원한송하이테크바이오인포매틱스아이디알

1,987억원세인전자신약개발제넥셀

2,003억원동일패브릭신약개발VGX

1,280억원대원이엔티줄기세포치료제알앤엘생명과학

2,490억원쓰리세븐수지상세포치료제크레아젠

321억원국제정공임상 CRO라이프코드

M.V***장내업체**사업내용바이오업체

바이오기업 우회상장 현황(1)

* 공시된 지분취득일, 주식교환일 기준, ** 우회상장 후 변경사명이 아님, ***2006.4.25일 기준



바이오기업 우회상장 현황(2)

2005년도에는 바이오기업에서도 활발한 우회상장이 일어났으며, 
1,000억원 이상 기업이 5개를 상회함.

2006년도에도 우회상장에 대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2005년도 67개 우회상장업체들 중 IT분야는 업무유사성이
83%에 달하나, 바이오부문은 7%에 지나지 않음.

- 등록법인신청서제출기업: 바이오넷,바이오하트코리아,리드팜,벡터코어에이,닥
터즈메디코아,굿셀라이프 등



바이오기업 우회상장 현황(3)

활발한 우회상장은 VC업계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주
며, 투자를 유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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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회상장을 하는가?(1)

강화된 IPO요건에 의한 바이오기업들의 대안

- 원천기술보유기업,제품개발기업,제품출시기업,서비스제공기업의 4가지 기준
에서 원천기술보유기업과 제품개발기업에 대해 수익성요건충족 면제 적용
함.

- 바이오니아,크리스탈지노믹스는 원천기술보유기업으로 상장

- 바이로메드는 제품개발기업으로 상장

- 바이오업체의 경우 신약의 경우 신약개발능력으로 임상시험단계와 특허보
유여부를 원천기술의 경우 기술파트너 상대와 자체프로젝트 보유여부 등이
중요 평가항목임.



IPO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EXIT기간, 비용 등의 장점

1.9%

52

1

2004

6.6%2.8%3.9%4.1%2.2%바이오관련 상장비율

42674바이오관련 상장

6071153172183전체신규상장

2000 2005200320022001

(코스닥시장자료, 매매개시일기준)

왜 우회상장을 하는가?(2)

- 강세장에 의존하여 적절한 아이템부각을 통한 단기간의 기업가치상승이 가
능함.



Global Biotech 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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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SDAQ 사례

• NASDAQ/OCTBB



NASDAQ/OTCBB(1)

전통적인 IPO에 비해 적은 비용,빠른 프로세스 등의 장점
이 있어 지속적으로 우회상장이 추진되고 있음.

Drugs for cancer & HepatitisNVLTCommon HorizonsNovelos

Drugs for cancerRXHNCorporate Road showRexahn Pharma

Transdermal drug deliveryVYHNTreasure MountainVyteris

BusinessSymbolShellMerger

Treatment for Diabetes & Metabolic 
disordersAKESLiberty MintAkesis pharma

OTCBB

Drugs for women healthBNVILighten up EntBionovo

Drug delivery, dermatology etc.CGXPCeragenixOsmotics pharma & 
Onsource Corp.

Cancer therapeuticsIHBTOrganic soilsInhibition

Cancer diagnostics & Threapeutics

DNA Sequencing

Immune activator

Specialty pharma for pain

Drugs for pain & inflammation

Business

NASDAQ
IDMIEpimmuneIDM Pharma

XPNGBayview Corp.Xpenion Genetics

SLXALynx TherapySolexa

EPCTMaxim PharmaEpicept

CGTKCorgentechAlgroRX

SymbolShellMerger



NASDAQ/OTCBB(2)

NASDAQ Market

OTCBB Market

- NASDAQ에서의 우회상장은 주로 상장되었으나, 영업내용이 부실한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NASDAQ 상장 바이오 Shell : 비상장 바이오 Pearl

- OTCBB에서의 우회상장은 비바이오 상장기업과 바이오기업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 OTCBB 상장 非바이오 Shell : 비상장 바이오 Pearl

- Novelos case: 러시아에서 승인받은 약물을 미국내 승인후 판매하고자
함. 비소폐암치료제 임상3상 실험수행자금을 우회상장을 통해서 확보하여
진행함.



3. 전망 및 제언

• 향후 우회상장 전망

• 적절한 우회상장 정착을 위한 제언



향후 우회상장 전망

규제강화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
상됨.

- 제3자 배정증자와 결합된 영업양수 및 주식스왑까지 매각제한범위를 확대

- 비상장기업의 재무요건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각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
으로 연장

-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를 2개 회계법인에서 수행할 것



제 언

우회상장과 전통적인 IPO간의 역할분담

- 우회상장은 이미 IPO(기업공개)와 함께 주식시장에서의 기업들이 활용하는
자금모집 및 공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

- VC들의 투자자산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전체적인 투자가 활성
화됨.

IPO(기업공개): 준비기간 5년, 세계적인 기술수준 확보, 공
모자금 200억원 이상, 기업가치 1,500억원 이상

우회상장: 준비기간 3년, 세계적인 기술수준 확보, 공모자금
100억원 이하, 기업가치 1,000억원 이하



IPO기업

기업가치

공모금액

3,000억원

1,500억원

26.5억원

46.7억원

56.7억원

자본금

1,374억원226억원2006-01-06크리스탈지노믹스

2,443억원283억원2005-12-29바이로메드

1,577억원220억원2005-12-29바이오니아

회사가치공모금액상장일회사명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IPO사례

IPO vs. Reverse Merge

우회상장기업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Conclusion

우회상장은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개발자금 확보 등을 위한
일반적인 Tool로 정착하였음.

기업공개와 우회상장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바이오벤처
기업들에게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