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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판단 매수 (유지) 

목표주가 110,000원 (유지) 

상승여력 39.1% 

  

KOSPI  2,960.20p 

KOSDAQ  1,002.50p 

시가총액  3,343.1 십억원 

액면가  500 원 

발행주식수  42.3 백만주 

유동주식수  31.5 백만주(74.5%) 

52 주 최고가/최저가  119,800 원/67,100 원 

일평균 거래량 (60 일)  206,200 주 

일평균 거래액 (60 일)  16,192 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15.80% 

주요주주  

박순재 외 6 인 25.49% 

형인우 외 2 인 6.03% 

절대수익률 

3 개월 -13.1% 

6 개월 2.7% 

12 개월 -29.0% 

KOSDAQ 대비 상대수익률 

3 개월 -8.1% 

6 개월 0.2% 

12 개월 -40.7% 

 

주가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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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주가 (좌축)

KOSDAQ 대비 상대지수 (우축)

(원)

코스닥지수=100

(11/20=100)

12월 결산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증가율 BPS PER EV/EBITDA PBR ROE 순차입금비율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원) (%) (원) (배) (배) (배) (%) (%) 

2019 29.2 (2.3) (1.7) (0.7) (17) 적지 1,679 - - 13.3 (1.0) (80.0) 
2020 42.4 0.1 (2.8) (1.0) (23) 적지 3,091 - 2,500.8 38.8 (1.0) (87.0) 
2021F 33.4 (12.6) (13.1) (3.7) (86) 적지 2,944 - - 26.9 (2.9) (88.2) 
2022F 51.9 2.5 2.2 0.6 14 흑전 2,957 5,770.8 608.3 26.7 0.5 (89.1) 
2023F 57.2 3.0 2.2 0.6 13 (1.6) 2,971 5,862.8 614.7 26.6 0.5 (91.4)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Hybrozyme 기술이전 이후의 성과 확인 

세 차례의 글로벌 제약사향 SC제형 변형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

후의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머크는 8월 신규 SC제형으로 키트루다SC

를 개발하는 임상 1상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임상에서는 이전 키트루다

SC 임상에서 표기되지 않은 성분명인 ‘MK-5180’과 키트루다를 적용한 

임상으로 새롭게 확보한 물질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제품인 옵

디보가 할로자임의 플랫폼을 적용해 SC제형을 개발 중인 만큼 계약 특성 

상 키트루다SC는 알테오젠의 Hybrozyme을 적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최근 공개된 ASH 2021 초록에서는 사노피의 사클리사SC 제형과 IV 제형

간 비교 임상 1b상 중간결과가 공개됐다. 재발성/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으로 유효성 결과는 사클리사SC와 앞서 진

행된 사클리사IV의 임상 3상 결과와 유사했다. 안전성 이슈 역시 특이사

항은 보고되지 않았다. 사클리사의 주요 경쟁 의약품인 얀센의 다잘렉스 

역시 이미 할로자임의 플랫폼을 통해 SC제형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만큼 

알테오젠의 플랫폼 적용 가능성이 높다. 

Cash-cow가 될 테르가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3상 개시 임박 

9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IND 승인을 획득한 ALT-B4의 완제품 ‘테르

가제’의 Cash-cow 역할 수행도 기대된다. 이번 임상 1상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될 경우 별도의 추가 임상시험 없이 즉시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히알루로니다제 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2022년 하반기 

허가 획득 시 유의미한 실적 기여가 기대된다. 한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

러 임상 3상은 2022년 상반기 중 개시될 예상된다. 현재 글로벌 유통 파

트너사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 1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고, 고유 제형/제법특허를 확보한 만큼 파트너

사 확보 이후 개발 가속화가 기대된다. 

추가 기술이전 모멘텀과 확인된 성과들. 이젠 가치를 반영할 때 

기술이전 이후의 성과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SC제형 변형 플랫폼

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글로벌 제약

사와 Hybrozyme 기술이전을 위한 MTA를 체결했다. 추가 기술이전 모

멘텀과 확인된 성과들, 그리고 테르카제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등 파

이프라인들의 모멘텀도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려가 아닌 알테오젠의 플

랫폼에 대한 합당한 가치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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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SC 개발의 꿈, 알테오젠 Hybrozyme이 필수가 될 것 

키트루다SC 신규 SC제형 임상 1상 계획 발표. Hybrozyme 적용 가능성 커 

세 차례의 글로벌 제약사향 SC제형 변형 플랫폼 Hybrozyme 기술이전 계약 체

결 이후의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앞서 머크는 4월 개최된 AACR에서 2가지

의 키트루다 SC제형과 기존 IV제형을 비교한 임상 1상 결과를 공개했다

(KEYNOTE-555).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임상으로 이미 경쟁사 BMS의 옵디

보가 할로자임과 계약을 통해 SC제형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 개발을 

시도한 임상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3상

을 진행 중이다(NCT04956692). 하지만 머크는 지난 8월 새로운 SC제형으로 키

트루다SC를 개발하는 임상 1상 계획을 공개했다(NCT05017012). 이번 임상에서

는 이전 키트루다SC 임상에서 표기되지 않은 성분명인 ‘MK-5180’과 키트루다

를 적용한 임상으로 Clinicaltrials.gov에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2022년 11월 연

구의 1차 완료가 예상된다. 앞선 임상이 자체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이번 공개된 임상 1상은 새롭게 확보한 물질을 적용한 SC제형 개발로 판단된

다. 하지만 경쟁사 할로자임의 플랫폼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유이한 SC제형 변

형 플랫폼인 알테오젠의 Hybrozyme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유추 가능하다. 

머크가 키트루다SC 개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1)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출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과 2)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면역항암

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목적이 크다. 이미 옵디보와 로슈의 PD-L1 억제제 

티센트릭은 할로자임의 플랫폼을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옵디보SC 개

발의 경우 이미 임상 1/2상, 티센트릭SC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일 만큼 개발 속

도에서 앞서 있다. 하지만 할로자임의 기술이전 정책 상 동일 기전의 의약품은 

동시에 할로자임의 플랫폼 기술 활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머크의 키트루다SC 

개발의 경우 2020년 알테오젠이 체결한 기술이전 규모(약 4.7조원, 2020년 계약

총액 기준 글로벌 Top 7)를 감안했을 때 파트너사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

으나 충분히 알테오젠의 플랫폼을 적용 중인 것으로 추측된다. 

  

주요 면역항암제 피하주사(SC) 제형 개발 현황 

의약품명 성분명 개발사 작용 기전 SC 제형 개발 현황 
SC 제형  
변형 플랫폼 

2020 매출액 
(백만달러) 

Keytruda Pembrolizumab Merck anti-PD-1 비소세포폐암 3상 진행 중 
신규 제형으로 고형암 1상 진행 중 미공개 14,380  

Opdivo Nivolumab Bristol-Myers 
Squibb(BMS) anti-PD-1 BMS-986179 병용 1/2a상 진행 

중, 단독 임상 1/2상 개시 예정 
ENHANZE 
(Halozyme) 6,992  

Tecentriq Atezolizumab Roche anti-PD-L1 비소세포폐암 임상 3상 진행 중 
(2023년 허가 신청 목표) 

ENHANZE 
(Halozyme) 2,920  

Imfinzi Durvalumab AstraZeneca anti-PD-L1 - - 2,042  

Bavencio Avelumab Merck KGaA 
/Pfizer anti-PD-L1 - - 179  

- Sasanlimab Merck KGaA 
/Pfizer anti-PD-1 방광암 임상 3상 진행 중 미공개 - 

자료: Evaluate Pharma,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정리 

Hybrozyme 기술이전 이후 

성과 확인. 머크의 신규 

SC제형 적용 키트루다SC 

임상 1상 개시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SC 

제형 개발 수요 커. 이미 

옵디보, 티센트릭은 임상 

진행 중. 머크 뿐만 아니라 

임핀지SC 개발도 본격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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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04956692에서 공개된 임상 3상 계획 

 

자료: Clinicaltrials.gov, 신한금융투자 

 

NCT05017012에서 새롭게 추가된 MK-5180 성분명 

 

자료: Clinicaltrials.gov, 신한금융투자 

 

KEYNOTE-555에서 확인된 Keytruda SC와 IV의 유사한 PK 프로파일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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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SC에서 이어 ASH 초록에서 공개된 새로운 힌트 

사노피, 재발성/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 대상 사클리사SC 임상 결과 공개 

최근 공개된 ASH(미국혈액학회) 2021 초록에서 사노피의 사클리사(Sarclisa, 성

분명 Isatuximab)SC 제형과 IV 제형간 비교 임상 1b상 중간결과가 발표됐다. 34

명의 재발성/불응성 다발성골수종(RRMM)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비

교 임상에서 유효성 결과는 사클리사SC와 앞서 진행된 사클리사IV의 임상 3상 

프로그램 ICARIA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안전성 이슈에서도 특이사항

은 보고되지 않았다. 

Clinicaltrials.gov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NCT04045795) 현재 사노피는 사클리

사 SC제형과 기존 IV제형을 비교하는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다. 총 46명의 재

발성/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상은 2019년 8월 

6일 시작, 2023년 1월 연구의 1차 완료가 예상된다. 현재 사클리사의 주요 경쟁 

의약품은 얀센의 다잘렉스(Darzalex, 성분명 Daratumumab)로 이미 할로자임의 

Enhanze 플랫폼을 통해 SC제형으로 상업화에 성공했다. ‘Darzalex Faspro’라는 

브랜드 명으로 시판됐다. 다잘렉스와 사클리사 모두 anti-CD38 항체치료제로 

동일한 기전을 지닌 만큼 두 기업 모두 할로자임의 Enhanze를 적용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2019년 6월 알테오젠이 약 1.6조원 규모로 SC제형 변형 플랫

폼을 기술이전한 글로벌 제약사가 사노피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사클리사SC 임상 1b상 Safety summary  사클리사SC 임상 1b상 PFS(무진행생존기간) 

 

 

 

자료: Moreau et al., ASH 2021, 신한금융투자  자료: Moreau et al., ASH 2021, 신한금융투자 

 

  

사노피, ASH 2021에서 

사클리사SC 임상 1b상 

중간결과 발표 

경쟁사 얀센의 다잘렉스는 

할로자임 플랫폼 통해 이미 

SC제형으로 상업화 성공.  

사클리사SC의 알테오젠 

플랫폼 적용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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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클리사-다잘렉스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Evaluate Pharma, 신한금융투자 

 

사클리사SC 임상 1b상 디자인 

 

자료: Evaluate Pharma,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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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가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모멘텀도 주목 

Cash-cow가 될 테르가제, 2022년 하반기 임상 종료 예정 

지난 9월 알테오젠은 식약처로부터 테르가제(ALT-BB4)에 대한 임상 1상 IND 

승인을 획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임상 1상에서는 건강한 성인 257명을 대상으

로 테르가제를 투입해 안전성과 내약성 및 약동학 프로파일을 측정하게 될 예정

이다. 일반 신약과는 달리 테르가제는 이번 임상 1상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

증될 경우 별도의 추가 임상시험 없이 즉시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하반기 임상 완료를 거쳐 2023년 중 시판이 예상된다. 

테르가제는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의 완제품으로 현재 알테오젠의 SC제

형 변형 플랫폼 Hybrozyme에 적용되는 ALT-B4의 완제품이다. 일반적으로 히

알루론산 필러 투여 후 부작용 발생 시 주입한 히알루론산을 녹이기 위한 목적

으로 히알루로니다제가 활용된다. 그 외에도 수술 후 통증이나 붓기 완화 목적,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에서의 혈관외유출 억제 목적 등 다양하게 적용된다. 글로

벌 산업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히알루로니다제 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

으로 동물유래 히알루로니다제 비중이 약 69%, 재조합 방식이 31%를 차지한다. 

동물유래 히알루로니다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물 

조직에서 유래된 불순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커 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특허를 보유한 알테오젠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낮은 원가에

서도 생산이 가능해 향후 상업화 성공 시 알테오젠의 Cash-cow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히알루로니다제 유형별 시장 비중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회사 자료, 산업 자료, 신한금융투자  자료: 회사 자료, 산업 자료, 신한금융투자 

 

동물 유래

68.8%

재조합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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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9.6% 성장 전망

테르가제 임상 1상 IND 

승인. 2022년 하반기 임상 

종료, 2023년 시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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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3상 2022년 상반기 개시. 파트너사 확보도 순항 중 

알테오젠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ALT-L9) 임상 3상은 2022년 상반기 개시될 

예정이다. 현재 알테오젠을 비롯해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이 개발 중인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시장에서 기존 바이알 제형이 아닌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으로의 트렌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아일리아의 오리지널 개발사인 

리제네론은 2019년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으로 출시, 2020년 전체 아일리아 매출

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

은 환자 및 의료인에 대한 높은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 만

큼 향후 리제네론은 유럽 내 바이알 제형 생산을 중단하고 100% 프리필드 시린

지 제형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알테오젠 역시 지난 4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편리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강화하기 위한 플라스틱 제형

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향후 구체적인 임상 3상 디자인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으나 이번 임상 3상은 경쟁 바이오시밀러 업체들과 동일한 바이알 제형으로 

임상 진행이 예상된다. 특허 만료 이전까지 개발 및 상업화 완료와 더불어 관련 

특허 확보를 한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으로도 임상 추가 진행을 통해 경쟁 바이

오시밀러 업체들 대비 높은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한편 알테오젠은 국내 대다수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아일리아 바

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유통을 담당할 파트너사 확보를 진행 중이다. 이미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유통 판권 계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알테오젠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의약품 특성상 임상 1/3상이 동시에 진행 

가능한 품목이다. 하지만 알테오젠은 선제적으로 임상 1상 진행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했다. 또한 아일리아는 물질특허(2024~2025년)보다 긴 제형특

허 만료 기간(2027~2030년)을 보유한 의약품이다. 알테오젠은 고유 제형/제법특

허 확보를 통해 오리지널 제형특허 회피가 가능하다. 또한 알테오젠의 제법특허

는 향후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시장 진입 시 특허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

큼 진입 장벽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높은 관심은 

당연하며, 조만간 계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 가속화가 예상된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2022년 상반기 

개시 예정.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 확보도 진행 중 

kjhof
강조

kjhof
강조

kjhof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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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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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L9의 경쟁력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ALT-L9 특허 관련 공시 

1. 특허명칭 IgG Fc 도메인을 가지는 융합 단백질의 안정한 액상 제제 
(A stable liquid  formulation of fusion protein with IgG Fc domain) 

2. 특허 주요내용 
- 본 특허는 황반변성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제 제형 기술로 IgG Fc 

도메인을 가지는 융합 단백질의 안정한 액상 제제 기술이며 항체 의약품을 포
함한 단백질 의약품의 안정화를 유지하는 특허임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알테오젠 

4. 특허취득일자 2018-04-27 

5. 특허 활용계획 

-  오리지널 아일리아에 대해서는 물질특허와 제형특허 등이 5년 간격으로 등록
되어 있어, 물질특허가 만료되어도 5년 동안 제형 특허로 인해 시장에 진입하
기 어려운 상황임 

- 본 특허는 오리지널 아일리아의 제형 기술과는 달리 당사가 독자 개발한 제형 
기술과 관련된 제형특허로 타 사보다 5년 먼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6. 확인일자 2018-04-30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특허등록국가 : 미국 
- 상기 특허는 미국이외에 유럽,일본,중국등 10개국에 출원이 완료된 상태임 
- 상기 특허취득일자는 특허 등록료 납부일임 
- 상기 확인일자는 특허등록 대리인의 특허 등록료 납부 확인공문 수령일임 

자료: DART,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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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L9 특허 관련 세부 내용 

 

자료: 특허청,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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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자산총계 86.0 159.2 143.3 151.1 155.6 
유동자산 65.2 137.9 123.8 133.2 139.9 
현금및현금성자산 4.4 38.9 44.7 67.4 67.4 
매출채권 1.0 1.6 1.2 1.9 2.1 
재고자산 0.9 0.5 0.4 0.6 0.6 
비유동자산 20.8 21.3 19.5 18.0 15.7 
유형자산 19.0 19.3 17.6 16.1 13.9 
무형자산 0.7 1.0 0.9 0.8 0.8 
투자자산 0.1 0.2 0.2 0.3 0.3 
기타금융업자산 0.0 0.0 0.0 0.0 0.0 
부채총계 15.8 22.9 20.1 25.9 28.3 
유동부채 11.4 21.4 18.8 24.3 26.6 
단기차입금 3.1 2.8 2.4 2.0 2.0 
매입채무 1.0 0.4 0.3 0.5 0.6 
유동성장기부채 0.0 0.3 0.0 0.0 0.0 
비유동부채 4.4 1.6 1.3 1.6 1.7 
사채 0.0 0.0 0.0 0.0 0.0 
장기차입금(장기금융부채 포함) 1.1 0.8 0.7 0.6 0.6 
기타금융업부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70.2 136.3 123.1 125.2 127.3 
자본금 6.9 14.1 14.1 14.1 14.1 
자본잉여금 75.4 129.6 129.6 129.6 129.6 
기타자본 0.9 1.6 1.6 1.6 1.6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0 0.0 0.0 0.0 0.0 
이익잉여금 (13.2) (14.2) (17.9) (17.3) (16.7) 

지배주주지분 70.0 131.2 127.4 128.0 128.6 
비지배주주지분 0.2 5.1 (4.3) (2.8) (1.3) 

*총차입금 5.8 15.1 12.0 16.5 17.9 
*순차입금(순현금) (56.1) (118.6) (108.6) (111.6) (116.4)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1 1.7 (8.7) 4.4 4.9 
당기순이익 (1.7) (3.4) (13.1) 2.1 2.1 
유형자산상각비 0.9 1.8 3.0 2.7 2.2 
무형자산상각비 0.0 0.1 0.1 0.1 0.1 
외화환산손실(이익) 0.3 2.4 0.0 0.0 0.0 
자산처분손실(이익) 0.0 0.1 0.1 0.1 0.1 
지분법, 종속, 관계기업손실(이익) 0.0 0.0 0.0 0.0 0.0 
운전자본변동 9.0 (3.2) 1.3 (0.6) 0.4 
(법인세납부) (0.2) (0.0) 0.0 (0.1) (0.1) 
기타 0.8 3.9 (0.1) 0.1 0.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0) (42.9) 17.7 13.9 (6.2) 
유형자산의증가(CAPEX) (8.2) (5.1) (1.3) (1.2) 0.0 
유형자산의감소 0.0 2.5 0.0 0.0 0.0 
무형자산의감소(증가) (0.2) (0.4) 0.0 0.0 0.0 
투자자산의감소(증가) 1.0 0.0 0.0 (0.1) (0.0) 
기타 (14.6) (39.9) 19.0 15.2 (6.2) 

FCF (2.6) (3.7) (9.4) 3.1 5.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6 75.9 (3.2) 4.5 1.4 
차입금의 증가(감소) 2.3 (0.4) (3.2) 4.5 1.4 
자기주식의처분(취득) 0.0 0.0 0.0 0.0 0.0 
배당금 0.0 0.0 0.0 0.0 0.0 
기타 6.3 76.3 0.0 0.0 0.0 
기타현금흐름 0.0 0.0 (0.1) (0.1) (0.1)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의증가 0.0 0.0 0.0 0.0 0.0 
환율변동효과 (0.3) (0.2) 0.0 0.0 0.0 
현금의증가(감소) (4.5) 34.5 5.8 22.7 0.0 
기초현금 8.9 4.4 38.9 44.7 67.4 
기말현금 4.4 38.9 44.7 67.4 67.4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포괄손익계산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29.2 42.4 33.4 51.9 57.2 
증감률 (%) 113.3 45.1 (21.4) 55.6 10.1 

매출원가 18.1 23.7 20.2 26.1 28.8 
매출총이익 11.1 18.8 13.2 25.8 28.4 
매출총이익률 (%) 38.0 44.2 39.5 49.8 49.7 

판매관리비 13.4 18.7 25.8 23.3 25.5 
영업이익 (2.3) 0.1 (12.6) 2.5 3.0 
증감률 (%) 적지 흑전 적전 흑전 17.9 
영업이익률 (%) (7.7) 0.2 (37.9) 4.8 5.2 
영업외손익 0.6 (2.9) (0.5) (0.3) (0.8) 
금융손익 0.7 0.1 0.5 0.5 0.5 
기타영업외손익 (0.2) (3.0) (1.0) (0.9) (1.3) 
종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0.0 0.0 0.0 0.0 0.0 

세전계속사업이익 (1.7) (2.8) (13.1) 2.2 2.2 
법인세비용 0.1 0.6 0.0 0.1 0.1 
계속사업이익 (1.7) (3.4) (13.1) 2.1 2.1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1.7) (3.4) (13.1) 2.1 2.1 
증감률 (%) 적지 적지 적지 흑전 (1.6) 
순이익률 (%) (5.9) (8.1) (39.4) 4.0 3.6 
(지배주주)당기순이익 (0.7) (1.0) (3.7) 0.6 0.6 
(비지배주주)당기순이익 (1.0) (2.5) (9.4) 1.5 1.5 
총포괄이익 (1.7) (3.4) (13.1) 2.1 2.1 

(지배주주)총포괄이익 (0.7) (1.0) (3.7) 0.6 0.6 
(비지배주주)총포괄이익 (1.0) (2.5) (9.4) 1.5 1.5 

EBITDA (1.3) 2.0 (9.5) 5.3 5.2 
증감률 (%) 적지 흑전 적전 흑전 (1.1) 
EBITDA 이익률 (%) (4.4) 4.6 (28.6) 10.2 9.2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 2019 2020 2021F 2022F 2023F 

EPS (당기순이익, 원) (43) (81) (304) 48 48 
EPS (지배순이익, 원) (17) (23) (86) 14 13 
BPS (자본총계, 원) 1,684 3,212 2,844 2,893 2,940 
BPS (지배지분, 원) 1,679 3,091 2,944 2,957 2,971 
DPS (원) 0 0 0 0 0 
PER (당기순이익, 배) (523.8) (1,470.0) (260.3) 1,634.9 1,661.0 
PER (지배순이익, 배) (1,292.5) (5,188.6) (918.8) 5,770.8 5,862.8 
PBR (자본총계, 배) 13.2 37.3 27.8 27.3 26.9 
PBR (지배지분, 배) 13.3 38.8 26.9 26.7 26.6 
EV/EBITDA (배) (682.4) 2,500.8 (339.1) 608.3 614.7 
배당성향 (%) 0.0 0.0 0.0 0.0 0.0 
배당수익률 (%) 0.0 0.0 0.0 0.0 0.0 

수익성      
EBITTDA 이익률 (%) (4.4) 4.6 (28.6) 10.2 9.2 
영업이익률 (%) (7.7) 0.2 (37.9) 4.8 5.2 
순이익률 (%) (5.9) (8.1) (39.4) 4.0 3.6 
ROA (%) (2.2) (2.8) (8.7) 1.4 1.3 
ROE (지배순이익, %) (1.0) (1.0) (2.9) 0.5 0.5 
ROIC (%) (16.3) 3.9 (79.7) 17.2 23.0 

안정성      
부채비율 (%) 22.5 16.8 16.3 20.7 22.2 
순차입금비율 (%) (80.0) (87.0) (88.2) (89.1) (91.4) 
현금비율 (%) 38.8 182.3 237.4 277.0 253.6 
이자보상배율 (배) (11.9) 0.1 (12.3) 2.3 2.3 

활동성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266.3 (13.8) (9.4) (13.6) (16.2)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8.5 5.8 4.5 3.2 3.8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17.5 11.0 15.2 11.0 12.8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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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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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동건, 원재희)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
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
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섹터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신한금융투자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1년 11월 05일 기준) 

매수 (매수) 95.98% Trading BUY (중립) 0.00% 중립 (중립) 4.02% 축소 (매도)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