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애널리스트 Q&A 정리

질문 1. 글로벌 업체들의 실적발표를 보면 2분기부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
고, 씨젠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분기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방향성을 공유해 주세요.
답변 1. 코로나 진단시장 수요의 방향성은 월별 수출 데이터와 글로벌 업체들의
가이언스 등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시장 수요는 3월부터 유럽/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스크리닝 수요가 급감중인 상황이며, 이 부분은 타 글로벌
업체들과도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변이 출현, 방역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크
기 때문에 정량적인 가이던스의 제공은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코로나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적 매출 감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으시면, 저희의 강점인 호흡기 Syndromic 검사를 바탕으로 생활검사로
의 전환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3 Ct와 AIOS 출시 등을 통해 얼마만큼의 단기
적 매출 감소를 관리하고 회복할 것인지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2. 최근 여러 투자자를 만나면서 의미있게 받았던 피드백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2. 여전히 우려가 제일 많으신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Cash에 대한 활
용도, 궁극적으로는 M&A 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으시구요. 저희가
M&A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씀 못드리는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굉장히 다각도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결과물들이 확정되면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기실적을 낼 때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 수준으로 방어를 하는
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인력채용 관련 질문
이 많은데 올해 말 인력 규모는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하여 2분기는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하반기 어떠한 결과
물을 만들어 낼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으나, 저희도 답변하기 어려운, 일종의 전환

기이기 때문에 대신 2분기 끝날 때 쯤 어떠한 성과를 보여드리느냐에 따라 하반
기 색깔이 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짙어 마진에 대한 부분이 고민
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영향과, 고정비 차원에서 보면 인건비와 연구개발
비가 화두인데 정액 기준인지 아니면 매출 대비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인플레이션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부분이나 저희는 아직까지 인플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재료의 가격 변
동이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
닙니다. 1분기 원가율이 올라간 이유는 재고 관련 평가손이나 폐기손이 반영된
결과이나,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고정금액
이 아니며,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규모 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