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테오젠  

  
Bloomberg Code (196170 KS)    Reuters Code (196170.KQ) 2021 년 3 월 12 일 

   

[제약/바이오] 
진가가 드러나다 

 이동건 책임연구원 
☎ 02-3772-1547 

 shawn1225@shinhan.com 

 

원재희 연구원 
☎ 02-3772-2669 

 jhwon@shinhan.com 

 

매수 현재주가  (3월 11일) 목표주가 상승여력 

    (유지) 140,200원 220,000원 (상향) 56.9% 
    

 고유 제형/제법 특허 Eylea 바이오시밀러, 국내 첫 임상 1상 완료 

 ALT-B4 특허 강화로 시장 내 후발주자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 

 목표주가 22만원으로 상향. 기술력으로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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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판단 매수 (유지) 

목표주가 220,000원 (상향) 

상승여력 56.9% 

  

KOSPI  3,013.70p 

KOSDAQ  908.01p 

시가총액  3,937.2 십억원 

액면가  500 원 

발행주식수  28.1 백만주 

유동주식수  20.8 백만주(74.2%) 

52 주 최고가/최저가  223,300 원/29,460 원 

일평균 거래량 (60 일)  394,483 주 

일평균 거래액 (60 일)  61,182 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19.40% 

주요주주  

박순재 외 5 인 25.81% 

형인우 외 2 인 6.05% 

절대수익률 

3 개월 -19.9% 

6 개월 -30.8% 

12 개월 238.1% 

KOSDAQ 대비 상대수익률 

3 개월 -18.1% 

6 개월 -32.3% 

12 개월 121.8% 

 

주가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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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주가 (좌축)

KOSDAQ지수대비 상대지수 (우축)

(원)

코스닥지수=100

(03/2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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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 13.7 (7.7) (6.0) (6.9) (264) 적지 2,526 - (43.8) 5.7 - (76.0) 
2019 29.2 (2.3) (1.7) (0.7) (26) 적지 2,518 - (682.4) 13.3 - (80.0) 
2020F 42.4 0.1 (2.8) (1.0) (35) 적지 4,663 - 3,054.8 38.5 - (91.2) 
2021F 61.4 15.4 12.9 2.8 97 흑전 4,682 1,452.2 226.4 29.9 2.1 (92.2) 
2022F 131.0 32.8 30.5 6.6 228 136.1 4,910 615.2 111.3 28.6 4.8 (91.4)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고유 제형/제법 특허 Eylea 바이오시밀러, 국내 첫 임상 1상 완료 

5일 Eylea 바이오시밀러(ALT-L9)의 국내 최초 임상 1상을 완료했다

고 발표했다. wAMD(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Eylea 투약군 및 ALT-L9 투약군 모두 약물 관련 이

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BCVA(최대교정시력) 및 CST(중심망막

두께) 모두 두 투약군 간 유사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알테오젠은 

이번 임상을 통해 오리지널 Eylea와 유사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

한 만큼 조만간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알테오젠의 ALT-L9에 주목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1) Eylea 바

이오시밀러는 의약품 특성상 임상 1/3상이 동시에 진행 가능한 품목

이다. 하지만 알테오젠은 선제적으로 임상 1상 진행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했다. 2) Eylea는 물질특허(2024~2025년)보다 긴 제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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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형/제법특허 확보를 통해 오리지널 제형특허 회피가 가능하다. 또한 

알테오젠의 제법특허는 향후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시장 진입 시 특

허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진입 장벽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ALT-B4 특허 강화로 시장 내 후발주자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 

지난 1월 알테오젠은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 ‘ALT-B4’ 집단에 대한 

권리 특허를 PCT 방식으로 출원했다. 앞선 ALT-B4에 대한 독점적 

권리 유지 및 제조방법에 대한 권리 확보에 이어 추가적인 특허 출원

으로 기존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 특허에 대한 권리 범위를 확대하

게 됐다. 이번 특허 출원으로 SC 제형 변형 시장에서의 신규 진입자

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될 전망이다. 

목표주가 22만원으로 상향. 기술력으로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 

목표주가를 기존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10%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Hybrozyme(ALT-B4) 가치 2조 9,895억원에 Eylea 바이오시밀러 가

치 2조 4,057억원, 기타 파이프라인 5,671억원에 순차입금을 합산하

여 산출했다(Hybrozyme 원료 매출 및 Stand-alone 방식 매출 미반

영). 알테오젠은 앞선 ALT-L9 및 ALT-B4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특허를 통해 기술력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 이에 더해 2021년에

는 추가 ALT-B4 기술이전과 앞서 계약한 파트너사들의 임상 1상 진

입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도 기대된다. 진가가 드러날 한 해다. 

kj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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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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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L9의 경쟁력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알테오젠 ALT-L9 국내 임상 1상 프로토콜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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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L9 특허 관련 세부 내용 

 

자료: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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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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lea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알테오젠-할로자임 주가 추이 

 

 

 

자료: Evaluate Pharma, 신한금융투자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알테오젠 목표주가 산출 

(십억원, 천주, 원)  비고(주요 가정) 

파이프라인 가치 5,962.3   
  ALT-B4 2,989.5  향후 12개월간 2건의 추가 계약 가정 
  Eylea 바이오시밀러 2,405.7  2024년 출시, 출시 후 5년 뒤 Peak M/S 30% 가정 
  ADC(유방암/위암) 356.4  2025년 출시, 출시 후 7년 뒤 Peak M/S 30% 가정 
  성장호르몬 210.7  2025년 출시, 출시 후 10년 뒤 Peak M/S 15% 가정 

순차입금 (128.5)  

합계 6,090.8   

발행주식수 28,082.9   

적정주가 220,000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알테오젠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비고 

SC 약물 전달 ALT-B4       

바이오시밀러 Eylea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 예정 

ADC(NexMab) 유방암/위암 ADC       

 난소암 ADC       

지속형 제품(NexP) 성장호르몬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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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8 2019 2020F 2021F 2022F 

자산총계 71.4 86.0 153.0 164.9 195.2 
유동자산 58.3 65.2 132.8 145.3 175.9 
현금및현금성자산 8.9 4.4 33.6 63.2 102.2 
매출채권 1.8 1.0 2.6 3.8 8.1 
재고자산 0.5 0.9 0.5 0.7 1.5 
비유동자산 13.1 20.8 20.2 19.6 19.3 
유형자산 11.7 19.2 18.6 18.1 17.5 
무형자산 0.6 0.7 0.7 0.6 0.6 
투자자산 0.4 0.1 0.1 0.2 0.4 
기타금융업자산 0.0 0.0 0.0 0.0 0.0 
부채총계 4.7 15.8 23.3 25.4 32.5 
유동부채 2.5 11.4 21.7 23.5 29.2 
단기차입금 0.3 3.1 2.8 2.4 2.0 
매입채무 1.6 1.0 0.4 0.6 1.4 
유동성장기부채 0.0 0.0 0.3 0.0 0.0 
비유동부채 2.2 4.4 1.7 2.0 3.4 
사채 0.0 0.0 0.0 0.0 0.0 
장기차입금(장기금융부채 포함) 1.5 1.1 0.7 0.6 0.5 
기타금융업부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66.7 70.2 129.7 139.5 162.7 
자본금 6.9 6.9 14.3 14.3 14.3 
자본잉여금 71.3 75.4 131.0 131.0 131.0 
기타자본 0.9 0.9 0.9 0.9 0.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0 0.0 0.0 0.0 0.0 
이익잉여금 (12.5) (13.2) (14.2) (11.4) (4.9) 

지배주주지분 66.6 70.0 131.9 134.7 141.3 
비지배주주지분 0.1 0.2 (2.2) 4.8 21.4 

*총차입금 1.8 5.8 10.3 10.7 14.3 
*순차입금(순현금) (50.7) (56.1) (118.3) (128.5) (148.7)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8 2019 2020F 2021F 2022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1) 9.1 0.6 11.7 21.8 
당기순이익 (7.1) (1.7) (3.4) 9.8 23.2 
유형자산상각비 0.5 0.9 1.5 1.4 1.4 
무형자산상각비 0.0 0.0 0.1 0.0 0.0 
외화환산손실(이익) (0.2) 0.3 0.0 0.0 0.0 
자산처분손실(이익) 0.0 0.0 (0.0) (0.0) (0.0) 
지분법, 종속, 관계기업손실(이익) 0.0 0.0 0.0 0.0 0.0 
운전자본변동 (3.2) 9.0 2.1 (0.1) (3.4) 
(법인세납부) (0.1) (0.2) (0.6) (3.1) (7.3) 
기타 1.0 0.8 0.9 3.7 7.9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8) (22.0) (38.3) 18.1 14.1 
유형자산의증가(CAPEX) (7.2) (8.2) (0.9) (0.9) (0.9) 
유형자산의감소 0.0 0.0 0.0 0.0 0.0 
무형자산의감소(증가) (0.2) (0.2) 0.0 0.0 0.0 
투자자산의감소(증가) 0.0 1.0 (0.0) (0.1) (0.2) 
기타 (15.4) (14.6) (37.4) 19.1 15.2 

FCF (19.6) (2.6) 5.3 11.8 20.6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5.4 8.6 67.0 (0.2) 3.0 
차입금의 증가(감소) 1.8 2.3 4.5 0.3 3.6 
자기주식의처분(취득) 0.0 0.0 0.0 0.0 0.0 
배당금 0.0 0.0 0.0 0.0 0.0 
기타 33.6 6.3 62.5 (0.5) (0.6) 
기타현금흐름 0.0 0.0 0.0 0.0 0.0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현금의증가 0.0 0.0 0.0 0.0 0.0 
환율변동효과 0.2 (0.3) 0.0 0.0 0.0 
현금의증가(감소) 3.7 (4.5) 29.2 29.6 38.9 
기초현금 5.2 8.9 4.4 33.6 63.2 
기말현금 8.9 4.4 33.6 63.2 102.2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포괄손익계산서 
12월 결산 (십억원) 2018 2019 2020F 2021F 2022F 
매출액 13.7 29.2 42.4 61.4 131.0 
증감률 (%) 13.2 113.3 45.1 44.7 113.3 

매출원가 11.7 18.1 23.7 26.4 56.3 
매출총이익 2.0 11.1 18.8 35.0 74.7 
매출총이익률 (%) 14.3 38.0 44.2 57.0 57.0 

판매관리비 9.6 13.4 18.6 19.7 41.9 
영업이익 (7.7) (2.3) 0.1 15.4 32.8 
증감률 (%) 적지 적지 흑전 14,309.6 113.3 
영업이익률 (%) (55.9) (7.7) 0.3 25.0 25.0 
영업외손익 1.6 0.6 (2.9) (2.4) (2.3) 
금융손익 0.8 0.7 0.1 0.6 0.8 
기타영업외손익 0.8 (0.2) (3.0) (3.0) (3.0) 
종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0.0 0.0 0.0 0.0 0.0 

세전계속사업이익 (6.0) (1.7) (2.8) 12.9 30.5 
법인세비용 1.0 0.1 0.6 3.1 7.3 
계속사업이익 (7.1) (1.7) (3.4) 9.8 23.2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7.1) (1.7) (3.4) 9.8 23.2 
증감률 (%) 적지 적지 적지 흑전 136.1 
순이익률 (%) (51.6) (5.9) (8.1) 16.0 17.7 
(지배주주)당기순이익 (6.9) (0.7) (1.0) 2.8 6.6 
(비지배주주)당기순이익 (0.2) (1.0) (2.5) 7.0 16.6 
총포괄이익 (7.1) (1.7) (3.4) 9.8 23.2 

(지배주주)총포괄이익 (6.9) (0.7) (1.4) 4.0 9.4 
(비지배주주)총포괄이익 (0.2) (1.0) (2.0) 5.8 13.8 

EBITDA (7.1) (1.3) 1.6 16.8 34.2 
증감률 (%) 적지 적지 흑전 944.6 103.1 
EBITDA 이익률 (%) (51.9) (4.4) 3.8 27.4 26.1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 2018 2019 2020F 2021F 2022F 

EPS (당기순이익, 원) (272) (64) (122) 341 805 
EPS (지배순이익, 원) (264) (26) (35) 97 228 
BPS (자본총계, 원) 2,529 2,526 4,584 4,849 5,654 
BPS (지배지분, 원) 2,526 2,518 4,663 4,682 4,910 
DPS (원) 0 0 0 0 0 
PER (당기순이익, 배) (52.7) (523.8) (1,470.8) 411.0 174.1 
PER (지배순이익, 배) (54.2) (1,292.5) (5,197.3) 1,452.2 615.2 
PBR (자본총계, 배) 5.7 13.2 39.2 28.9 24.8 
PBR (지배지분, 배) 5.7 13.3 38.5 29.9 28.6 
EV/EBITDA (배) (43.8) (682.4) 3,054.8 226.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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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9) (4.4) 3.8 27.4 26.1 
영업이익률 (%) (55.9) (7.7) 0.3 25.0 25.0 
순이익률 (%) (51.6) (5.9) (8.1) 16.0 17.7 
ROA (%) (12.4) (2.2) (2.9) 6.2 12.9 
ROE (지배순이익, %) (12.9) (1.0) (1.0) 2.1 4.8 
ROIC (%) (75.4) (16.2) 0.9 102.6 184.7 

안정성      
부채비율 (%) 7.0 22.5 18.0 18.2 20.0 
순차입금비율 (%) (76.0) (80.0) (91.2) (92.2) (91.4) 
현금비율 (%) 359.9 38.8 155.1 269.3 350.2 
이자보상배율 (배) (311.6) (11.9) 0.3 29.5 53.0 

활동성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8.8 266.3 (7.6) (8.1) (26.6)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9.2 8.5 5.9 3.5 3.1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41.7 17.5 15.6 19.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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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월 10일 기준) 

매수 (매수) 94.14% Trading BUY (중립) 2.25% 중립 (중립) 3.60% 축소 (매도)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