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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주가 (11/29) 

상승여력 

68,000원  

104.4% 

시가총액 

발행주식수 

자본금/액면가 

2,874십억원 

42,264천주 

14십억원/500원 

52주 최고가/최저가 119,800원/67,100원 

일평균 거래대금 (60일) 15십억원 

외국인지분율 

주요주주 

14.95% 

박순재 외 6 인 25.49% 

주가상승률 

절대주가(%) 

상대주가(%p) 

1M 3M 6M 

-2.9  -16.4  -3.7  

-2.9  -13.7  -5.1  

* K-IFRS 연결 기준 

 

(단위: 원) EPS(21F) EPS(22F) T/P 

Before 393 1,075 139,000 

After 393 1,075 139,000 

Consensus 154 527 124,500 

Cons. 차이 155.2%  104.0%  11.6%  
 

최근 12개월 주가수익률 

 
자료: FnGuide, 현대차증권 

 

 

NDR 후기-다수의 모멘텀 임박 

피하주사(SC)는 기존 계약 두 건 임상 1상 순항 중, 마일스톤 유입이 증거, MTA는 L/O으로 

- 키트루다SC 임상 1상에서 hyaluronidase가 언급된 후 이번 3분기 사업보고서 내용 중 2020년 

기술이전된 ALT-B4 임상 1상 단계별 마일스톤 유입을 명시한 것이 무엇을 시사하는가 중요 

- 글로벌 제약사들은 머크가 키트루다SC + hyaluronidase로 임상 1상을 개시할 것인지를 기다렸던 

상황으로 볼 수 있음, 8월 23일 이후 물질이전계약(MTA)이 다수 체결된 이유로 볼 수 있음 

- 할로자임 대표 파이프라인으로는 Roche사 Phesgo, BMS사 항PD-1+LAG3, 항TIM-3 항체, 

Argenx의 FcRn, Janssen사 Darzalex, Amivantamab 등이 있으며 이와 동등한 기전을 개발 중인 

제약사는 동사와 SC개발할 수 밖에 없는데 MTA 10건이 이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 

오리지날의 SC변경, 그리고 SC제품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출사표 

- 오리지날 개발사를 포함하여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자 하는 제약사들 모두 레드오션인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피하주사 제형이라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사의 기술력이 필수 

- 할로자임은 기전 독점 계약으로 동일 기전을 가진 약물을 복수로 계약이 불가, 동사는 비독점 계

약으로 다수의 바이오베터 SC로 개발하는 계약이 가능하고 자체 개발 역량도 보유 

- 할로자임이 로슈와 개발한 Phesgo SC(Herceptin+Perjeta), 얀센과 개발한 Darzalex SC, BMS사의 

Opdivo SC들은 동사만이 SC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가능 

- Intas는 동사의 기술을 통해 Herceptin SC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유추 가능, Herceptin을 보유 

중이기에 유럽 시장에 임상 3상 면제 후 허가 받으려는 전략(Pivotal 임상) 

- Intas와 연구 협약 중인 포순제약 자회사 헨리우스(Henlius, 중국)는 Perjeta 바이오시밀러 개발 

중, 두 회사가 협약하여 Phesgo SC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2024년까지 임상 3상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 동사는 국내 임상 1상

을 성공했고, 내년 1분기 임상 3상 투약 개시를 위해 올해 4분기 중 IND 신청을 목표 

- 만약 연내로 글로벌 제약사와 판권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상 1상 신청 또는 승인, 환자 투약 

시 단계별 마일스톤 받을 수 있음, 동사는 연내 판권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 

NDR 결론: 오리지날 SC, 바이오시밀러 기술이전, SC바이오시밀러, 테르가제로 바뀔 판도 

1) 연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IND 신청 및 판권 계약 후 마일스톤 유입 기대 

2) 글로벌 제약사가 포함된 MTA는 기술이전 협의 중으로 아일리아BS와 함께 모멘텀 이어갈 것 

3) 2022년 키트루다SC 임상 성공 시 동사의 ALT-B4 가치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평가될 것 

4) 2022년 테르가제 Pivotal 임상 1상 성공 후 품목허가 및 제품으로 현금흐름 창출 개시될 것 

요약 실적 및 Valuation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BITDA EPS 증감율 P/E P/B EV/EBITDA ROE 배당수익률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원) (%) (배) (배) (배) (%) (%) 

2019 29 -2 -1 -1 -18 적지 NA 13.3 NA NA 0.0 

2020 42 0 -1 2 -23 적지 NA 38.8 2,500.7 NA 0.0 

2021F 72 18 17 21 393 흑전 172.8 19.9 143.0 11.9 0.0 

2022F 110 54 45 56 1,075 173.3 63.2 15.2 51.3 26.6 0.0 

2023F 137 78 67 81 1,581 47.0 43.0 11.3 34.9 29.4 0.0 

* K-IFRS 연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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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OTE 

 

Ⅰ. NDR 후기-할로자임 옵디보를 뛰어넘는 키트루다 
 

 옵디보의 2배 이상인 키트루다 매출, 알테오젠이 넘어설 수 있는 근거 

면역관문억제제 5종 

21년 1H 매출 17.9조원 중 

키트루다가 51.4% 차지 

  

키트루다(Keytruda)는 머크(MSD)에서 개발한 항PD-1 항체 면역항암제로 2020년 매출 

약 143.87억달러로 한화 15.8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였고, 2021년 분기 매출이 

40억달러를 넘어서며 2021년 상반기 매출은 총 80.75억달러 약 9조 2,024억원을 

달성하였다.  

 

키트루다 1H 9.2조원 

옵디보 1H 4.1조원 

 

이미 격차는 2배 이상 

벌어진 상태  

이는 면역관문억제제 5종(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임핀지, 여보이) 전체 매출 17조 

9,228억원 중 무려 5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키트루다는 연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제품을 현재 피하주사(Subcutaneous injection, 이하 SC)로 개발 중이다. 

BMS사가 할로자임과 개발하는 옵디보(Opdivo)는 2021년 상반기 매출이 36.3억달러, 한화 

4조 1,817억원에 그쳤다. 키트루다는 이미 옵디보의 매출의 2배를 넘어섰다.  

 

<그림1> BMS사 옵디보 매출 추이  <그림2> 머크사 키트루다 매출 추이 

 

 

 

자료 : Cortellis, 현대차증권  자료 : Cortellis, 현대차증권 

 

<표1> 면역관문억제제 대표 5개 제품 글로벌 매출 

    단위: 백만달러 

순위 제품명 기전 개발사 
2021 

1H 

2020 

1H 
증감 

1 
Pembrolizumab 

(Keytruda®) 
PD-1 MSD 8,075 6,672 21.0% 

2 
Nivolumab 

(Opdivo®) 
PD-1 BMS 3,630 3,419 6.2% 

3 
Atezolizumab 

(Tecentriq®) 
PD-L1 Roche 1,727 1408 22.7% 

4 
Durvalumab 

(Imfinzi®) 
PD-L1 AstraZeneca 1,,160 954 21.6% 

5 
Ipilimumab 

(Yervoy®) 
CTLA-4 BMS 966 765 26.3% 

 

자료 : Cortellis,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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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은 할로자임 

시총의 절반 수준 

 

알테오젠의 SC 계약 건은 

할로자임의 2배 수준 

파이프라인 가치 저평가 

머크(MSD)는 최근 8월 23일 미국 임상정보사이트(clinicaltrials.gov)에 hyaluronidase에 

면역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피험자로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언급된 키트루다SC 임상 

1상을 업데이트하였고, 10월 14일 남아공 임상정보사이트에서 또 한번 키트루다SC의 

알테오젠을 연상할 수 있을만한 내용들이 다수 언급되었다. 알테오젠은 이 부분만 

평가하더라도 이미 할로자임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할로자임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저평가 된 상황이다.  

 

<표2> 알테오젠 파이프라인 현황 

Project Pipeline 
Clinical Stage 

Research Process dev. Pre-clinical Phase1 Phase2 Phase3 

Ling-Acting 

Biobetter 

ALT-P1(NexP™-Hgh) 

[PGHD] 

      

       

      

      

    소아 임상 1상(인도)  

      

ALT-B5(Long-acting Hgh receptor 

Antagonist)[말단비대증] 

      

         

      

NexMab™ 

(ADC) 

ALT-P7(HM2-MMAE) 

[유방암/위암 치료제] 

      

    1상 완료(국내)  

      

ALT-Q5(FM2-D2) 

[Ovarian cancers] 

      

      

      

Biosimilars 

ALT-LS2(Herceptin SC biosimilar) 

[유방암/위암 치료제] 

      

    파트너사가 Pivotal 임상 진행할 예정 

      

ALT-LS2(Herceptin IV biosimilar) 

[유방암/위암 치료제] 

      

    파트너사가 임상 3상 진행중 

      

ALT-L9(Eylea biosimilar) 

[습성황반변성] 

      

    임상 1상(국내) 완료 

    임상 3상(글로벌) 진행중 

Hyaluronidase 

(Hybrozyme™) 

ALT-B4 

(피하주사 제형변경 기술) 

      

       파트너사가 임상 1상 진행 중 

      

ALT-BB4 

(히알루로니다제 단독 제품) 

      

    Pivotal 임상 진행 중  

      
 

자료 : 알테오젠, 현대차증권 

 

<그림3> 주요 바이오의약품 및 동 의약품 SC제형 허가 현황 

 

자료 : 알테오젠,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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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OTE 

 

 할로자임과 얀센이 개발한 항암제 Darzalex SC는 이미 IV 시장을 72% 대체 

SC제형변경의 성공 예 

얀센의 다잘렉스는 

72% 매출 SC제형 제품 

  

얀센(Janssen)은 할로자임과 CD38을 타겟으로 하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Darzalex, 성분명: Daratumumab)를 바이오시밀러가 진입하기 전에 이미 SC로 

개발하여 환자 투약 편의성을 개선시켜 2021년 3분기 전체 매출의 72%를 SC제형으로 

대체하였다. 얀센은 다잘렉스SC를 통해 이미 바이오시밀러를 방어 중이며, SC제형의 

IV대체를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SC제형 변경의 중요성과 매출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업이다.  

 

<그림4> 할로자임 분기별 로열티 매출  <그림5> 미국 DARZALEX 시장 내 FASPRO 점유율 

 

 

 

자료 : Halozyme, 현대차증권  자료 : Halozyme, 현대차증권 

 

  다잘렉스는 ‘21년 3분기 매출 약 15억 8,00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SC 제형변경 

매출이 72%로 약 11억 3,760만달러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판매 금액의 

약 5% 수준의 판매로얄티를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할로자임은 분기별 수령 금액이 약 

5,600만달러로 추정된다. 현재 매출액의 대부분을 다잘렉스의 판매로얄티로 인식 중이다.  

 

<표3> 알테오젠의 글로벌 제약사 SC 제형 기술이전 이력 

시점 상세 내용 

2019.12.02 

- 글로벌 TOP 10 빅파마와 비독점적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총 계약규모 1.373B(1.5조원 규모) 

- 2022년 임상 예정 

2020.06.24 

- 글로벌 TOP 10 빅파마와 비독점적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총 계약규모 3.865B(4.3조원 규모) 

- 2021년 임상 개시 

2021.01.07 

- Intas Pharmaceutical과 로열티 베이스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총 계약규모 1.09B(1.2조원 규모) + double-digit 로열티 

- 2022년 pivotal 임상 예정 

 

자료 : 알테오젠,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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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NDR 후기-알테오젠의 기술이전 후보군은? 
 

 알테오젠의 기술이전 추가 계약은 할로자임 파이프라인에서 유추한다면 

 할로자임은 BMS와 항PD-1계열 약물인 옵디보와 병용투여 약물로 현재 항LAG-3 

기전을 가진 항체를 더해 피하주사로 임상 3상을 마무리하여 현재 BLA 

(품목허가신청)상태이다. LAG-3와 PD-1을 타겟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노바티스, 

베링거인겔하임, 머크, 리제네론 등은 LAG-3 를 타겟으로 동일하게 개발을 진행 중이고 

SC제형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할로자임이 선제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른 SC제형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요하다.  

 

<표4> 시판중인 PD-1, PD-L1 억제제 현황  

타겟 바이오마커 성분명 제품명 개발사 출시년도 

PD-1 

Nivolumab 옵디보 BMS 2014 

Pembrolizumab 키트루다 MSD 2014 

Cemiplimab 립타요 리제네론 2018 

Dostarlimab 젬펄리 GSK 2021 

PD-L1 

Atezolizumab 티센트릭 로슈 2016 

Avelumab 바벤시오 머크-화이자 2017 

Durvalumab 임핀지 아스트라제네카 2017 
 

자료 : 현대차증권 

 

<표5> 주요 LAG-3 타겟 파이프라인 현황  

파이프라인(성분명) 개발사 임상단계 임상지역 비고 

Relatlimab BMS BLA 

미국 

22년 3월 허가 여부 발표 

PD-1 억제제 병용투여 

Tebotelimab MacroGenics Inc 2/3상 

PD-1 억제제 병용투여 

Leramilimab 노바티스 1/2상 

Miptenalimab 베링거인겔하임 1/2상 

Favezelimab MSD 1/2상 

Fianlimab 리제네론 1상 

ABL501 에이비엘바이오 1상 

국내 

PD-L1, LAG-3 타겟 이중항체 

YBL-011 와이바이오로직스 전임상 - 
 

주 : BMS Relatlimab 단독투여 임상 3상 진행중 

자료 : Cortellis, 현대차증권 

 

  

kjhof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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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자임이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현재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Argenx의 

Efgartigimod가 있다. 국내는 한올바이오파마 SC제형 개발로 주목받았던 파이프라인으로 

FcRn(Fc Receptor of neonate) recycling 기전을 통해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를 막아 

혈장의 IgG를 다시 세포 밖으로 방출하는 것을 막는다. 결과적으로 혈중 IgG를 낮춰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기전을 가진다. 경쟁사로는 Janssen, AstraZeneca가 인수한 

Alexion, J&J이 인수한 모멘타(Momenta), UCB 가 현재 FcRn을 개발 중인 상태이다. 

2026년까지 전신중증근무력증(gMG)치료제 시장은 30억달러의 매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Argenx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약물 중 하나이다. 

 

<표6> 할로자임(Halozyme) SC제형 파이프라인 현황 

제품명/성분명 협력사 적응증 타겟 바이오마커 
임상단계 

Phase 1 Phase2 Phase3 Filed Approved 

W 
a 
v 
e 
1 

HERCEPTIN SC Roche 유방암 HER2 
     

     

     

RITUXAN HYCELA/ 

MABTHERA SC 
Roche 혈액암 CD20 

     

     

     

HYQVIA Takeda 원발성면역결핍증 IG 
     

     

     

W 
a 
v 
e 
2 

DARZALEX FASPRO / 

SC 
Janssen 혈액암 CD38 

     

     

     

PHESGO Roche 유방암 HER2 

     

     

     

W 
a 
v 
e 
3 

ATEZOLIMUMAB Roche 비소세포폐암 PD-L1 
     

     

     

EFGARTIGIMOD argenx 심상선천포창 IG 
     

     

     

EFGARTIGIMOD argenx 다발성 신경병 IG 
     

     

     

EFGARTIGIMOD argenx 면역혈소판감소증 IG 
     

     

     

EFGARTIGIMOD argenx 중증근무력증 IG 
     

     

     

NIVOLUMAB BMS 투명세포콩팥암종 IG 
     

     

     

W 
a 
v 
e 
4 

ANTI-CD73 BMS 고형암 CD73 
     

     

     

ANTI-TIM3 BMS 고형암 TIM3 
     

     

     

ARGX-117 Argenx 유전운동신경병 Complement C2 
     

     

     

CAP256V2LS CAPRISA HIV(백신) - 
     

     

     

N6LS BNAB ViiV HIV(치료제) 
Alanine 

transaminase 

     

     

     

NIVOLUMAB + 

RELATLIMAB 
BMS 고형암 

PD-1 

LAG-3 

     

     

     

OCRELIZUMAB Roche 다발성경화증 CD20 
     

     

     

TEPROTUMUMAB HORIZON 결후눈병 IGF-1 
     

     

     

Eculizumab(추정) ALEXION 미공개 미공개 
     

     

     

Amivantamab(추정) Janssen 미공개 미공개 
     

     

     
 

주1 : 승인시기 기준 Wave1(2013-2018), Wave2(2020), Wave3(2023-2025 예상), Wave4(2025-2027 예상) 

주2 : 임상 단계 표지 색상 파란색 = 암, 회색 = 면역질환, 밝은 하늘색 = 기타 

자료 : Halozyme,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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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 제형 후보군 3형제, PD-1과 함께! 
 

 PD-1 면역항암제 병용 바이오마커 LAG-3, TIM-3, TIGIT  

LAG-3 가 현재 

면역항암제 신규 바이오마

커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 중 

 

PD-1 X LGA-3 이중항체 

또는 병용투여 진행 중 

LAG-3, TIM-3, TIGIT 모두 음의 보조자극 수용체로 활성화 시 면역기능이 억제된다. 현

재 단독으로 억제 시 PD-1 또는 PD-L1 투여 보다 유효성이 낮아 병용투여 임상이거나 이

중항체로 개발 중이다. LAG-3는 BMS/오노약품이 임상 3상 단계로 가장 빠르며, 그 뒤로 글

락소스미스클라인(gsk), 노바티스가 뒤따르고 있다. 로슈와 이노반트가 이중항체로 진행중이

지만 로슈는 임상 2상 단계에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단일클론항체로 개발이 더딘 상태이며 

머크는 키트루다와 병용임상을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두 개발하고 있

는, 가장 기대되는 면역항암제 바이오마커라고 할 수 있다. 

 

 

항PD-1 X TIM-3 조합 

가장 활발히 연구 중 

단일항체는 노바티스가  

가장 빠름 

LAG-3 다음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바이오마커가 바로 TIM-3다. TIM-3도 

억제할 경우 면역활성화를 돕는 음의 보조자극 수용체이다. 현재 노바티스가 가장 빠르게 임

상 3상을 단일항체로 진행 중이다. 이중항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GSK이 임상 2상단

계에 있으며 BMS가 단일클론항체로 임상 1상과 2상을 진행 중이다.  

 

  

<표7> 주요 글로벌 제약사 LAG-3 임상 현황  

LAG-3 

파이프라인 원개발사 공동개발사 임상 단계 적용 기술 

relatlimab BMS BMS; Ono pharma  임상 3상 단일클론항체 

encelimab AnaptysBio  GlaxoSmithKline plc 임상 2상 단일클론항체 

L-525 Immutep SAS Novartis  임상 2상 인간화 단일클론항체 

RG-6139 Roche Roche 임상 2상 항PD-1 x L-3 이중항체 

IBI-110 
Innovent 

Biologics  
Innovent Biologics  임상 2상 단일클론항체 

BI-754111 
Boehringer 

Ingelheim  
Boehringer Ingelhei 임상 2상 단일클론항체 

favezelimab 

+ 

pembrolizumab 

Merck(USA) Merck(USA) 임상 2상 
favezelimab + pembrolizumab 

항PD-1 x LAG-3 병용투여 

fianlimab 
Regeneron 

pharma  
Regeneron pharma  임상 1상 단일클론항체 

IMP-731 Immutep SAS GlaxoSmithKline plc 임상 1상 단일클론항체 

IBI-323 
Innovent 

Biologics  
Innovent Biologics  임상 1상 항PD-1 x LAG-3 이중항체 

 

자료: 각 사, 현대차증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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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주요 글로벌 제약사 항TIM-3 면역항암제 임상 현황  

TIM-3 

파이프라인 원개발사 공동개발사 임상 단계 적용 기술 

sabatolimab 
CoStim 

pharma  
Novartis  임상 3상 인간화 단일클론항체 

AZD-7789 
AstraZeneca 

plc 
AstraZeneca plc 임상 2상 항PD-1 x TIM-3 이중항체 

RG-7769 Roche Roche 임상 2상 항PD-1 x TIM-3 이중항체 

cobolimab AnaptysBio  GlaxoSmithKline plc 임상 2상 항PD-1 x TIM-3 병용투여 

BMS-986258 BMS BMS; Ono pharma  임상 2상 인간화 단일클론항체 

TIM-3 checkpoint inhibitor  
Five Prime 

Therapeutics  
BMS 임상 1상 인간 단일클론항체 

 

자료: 각 사, 현대차증권 정리  

 
항PD-1 X TIM-3 조합 

가장 활발히 연구 중 

단일항체는 노바티스가  

가장 빠름 

TIGIT도 억제할 경우 면역항암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로슈와 제넨텍이 단일클론항체

로는 가장 빠르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병용투여는 머크가 키트루다와 PD-1과 TIGIT

을 동시 억제하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도 앞서 LAG-3, TIM-3와 마찬가지로 

PD-1 억제하는 약물과 병용투여 또는 이중항체가 개발되고 있다. 이중항체는 아스트라제네

카가 가장 빠르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표9> 주요 글로벌 제약사 항TIGIT 면역항암제 임상 현황  

TIGIT 

파이프라인 원개발사 공동개발사 임상 단계 적용 기술 

Tirolumab Genentech  
Chugai pharma 

Genentech/ Roche 
임상 3상 인간 단일클론항체 

Vibostolimab 

+ pembrolizumab 
Merck(USA) Merck(USA) 임상 3상 

vibostolimab x pembrolizumab 

병용투여 

EOS-884448 
iTeos 

Therapeutics 

GlaxoSmithKline plc;  

iTeos Therapeutics SA 
임상 2상 단일클론항체 

AZD-2936 AstraZeneca AstraZeneca plc 임상 2상 항TIGIT x 항PD-1 이중항체 

vibostolimab Merck(USA) Merck(USA) 임상 2상 단일클론항체 humanized 

ONO-4686 BMS BMS; Ono pharma  임상 2상 단일클론항체 

etigilimab 
OncoMed 

pharma  
OncoMed pharma  임상 2상 단일클론항체 

IBI-939 
Innovent 

Biologics  
Innovent Biologics  임상 1상 인간 단일클론항체 

M-6223 Merck KGaA Merck KGaA 임상 1상 저분자 화합물 

IBI-321 
Innovent 

Biologics  

Eli Lilly 

Innovent Biologics  
임상 1상 항TIGIT x 항PD-1 이중항체 

 

자료: 각 사, 현대차증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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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밸류에이션 
 

 

 SOTP 밸류에이션을 통해 목표주가를 산정하였다. 적정 주주가치는 대표 파이프라인 3건에 

대해 순현재가치에서 임상 성공률을 적용한 rNPV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대표 파이프라인 

SC제형변경 플랫폼인 ALT-B4 4조 888억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1조 1,121억원, 지속형 

인성장 호르몬 7,974억원으로 총 5조 9,983억원 총 파이프라인 가치 유지 의견 유지하였다.  

 

<표10> 알테오젠 SOTP(Sum of the parts) Valuation 

   (단위: 억, 천주) 

 분류 환산가치 비고 

1 영업가치 59,983  

 ALT-B4 (SC제형변경) 40,888  Hybrozyme 기술플랫폼, SC제형변경 L/O 3건 

 ALT-L9 (Eylea 바이오시밀러) 11,121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성공 

  ALT-P1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7,974  NexP 기술플랫폼, 임상 1상 성공 

2 주주가치 59,983  

3 발행주식수(천주) 43,153   

4 적정주가(원) 139,000   

 

자료 : 현대차증권 

 

<그림6> 알테오젠이 보유한 3대 기술플랫폼  

 

자료 :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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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SC제형변경(바이오베터) 가치 산정 

파이프라인 항목 주요가정 

SC제형변경 

현재 개발 단계 파악 CTD자료 전달 3건 추정, 임상 1상 진입 완료 

발매년도 2023년 발매 

허가/전환 성공률 허가 성공률 32.2% 

가치 산정 

전체 계약 규모 6조 4,390억원 중 계약금 제외 6조 3,978억원 수령 가능 

단계별 마일스톤 지급액은 전체 규모의 10% 해당, 6,397.8억원 

2021년 임상1상 성공 3품목 시 단계별 마일스톤 4,800억 수령 가정 

2025년 발매 이후 판매 마일스톤 지급액은 5조 7,580억 수령 가정 

1. 2025년 출시 후 7년차 peak market sales 2031년 달성 가정  

2. 출시 10년차 매출 누계 총합 10조 9,703억원  

3. 바이오시밀러 성공확률 80.5% 적용  

3. 알테오젠 귀속가치 46.3% 적용 4조 888.0억 

(2024년 중국, 일본, 한국판권 시장 예상 점유율-IQVIA) 

 

자료 : 현대차증권 

 

<표12>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가치 산정 

파이프라인 항목 주요가정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현재 개발 단계 파악 임상 1상 완료, 임상 3상 2023년 완료 및 출시 2024년 가정 

발매년도 2024년 

허가/전환 성공률 허가 성공률 80% 

가치 산정 

황반변성 글로벌 시장 (Global data) 

2018년 86억달러(아일리아 M/S 56.4%, 48.6억달러) 

2028년 163억달러(아일리아 M/S 21.5%, 35.0억달러) 

1. 2024년 출시 후 5년차 2028년 peak market sales  

2. 35억달러 중 peak M/S 13% 가정 5,005억원 

3. 오리지날 약가 70%, 3,503억원 가정 

4, 출시 10년차 매출 누계 총합 2조 9,389.0억원 

5. 알테오젠 귀속가치 42.9% 적용 1조 3,815.4억원  

(2024년 중국, 일본, 한국판권 시장 예상 점유율-IQVIA) 

6. 임상성공률 80.5% 적용하여 1조 1,121억원 추정 
 

자료 : 현대차증권 

 

<표13> 지속적 인성장 호르몬 가치 산정 

파이프라인 항목 주요가정 

지속형 인성장 호르몬 

현재 개발 단계 파악 국내 임상 2상 완료, 인도 임상 1b상 성공, 브라질 2/3상 예정 

발매년도 2022년 임상 2상 종료 후 2023년 조건부 출시 가정 

허가/전환 성공률 임상2상 성공 후 조건부 출시, 임상 3상 전환율 상향, 28.9%에서 희귀의약품 성공률 44.6% 적용 

가치 산정 

2026년 주요 7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일본) 시장기준  

성장호르몬결핍증 총 20.8억달러 시장(Global data) 

1, 2026년 출시 후 7년차인 2032년 peak market sales달성 

2. 2조 3920억원 중 peak M/S 20% 가정, 4,784억원  

3, 출시 10년차 매출 누계 총합 3조 8,616.2억원 

4. 알테오젠 귀속가치 42.9% 적용 1조 7,879.3억원  

(2024년 중국, 일본, 한국판권 시장 예상 점유율-IQVIA) 

5. 임상2상 성공률 44.6% 적용 

 

자료 :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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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이력 및 파이프라인 현황 
 

<표14> 알테오젠 기술이전 및 협력사 현황 

계약 

체결일 
파트너사 파이프라인 설명 

총  

계약 규모 
계약금 현황 

2019.12.02 
글로벌 10대 

제약사 

ALT-B4 

(Hybrozyme) 
피하주사(SC) 제형 개발 1조 6,190억원 153억원 

임상 1상 준비 중 

2021년 내 IND 신청 목표 

2020.06.24 
글로벌 10대 

제약사 

ALT-B4 

(Hybrozyme) 
피하주사(SC) 6개 품목 4조 7,000억원 

193억 

6,000만원 
임상 1상 진행중인 것으로 추정 

2021.01.07 
Intas  

(인도) 

ALT-B4 

(Hybrozyme) 

피하주사(SC) 2개 품목 

(항암제 2개 품목 예측) 
1,200억원 65억원 

임상 1상 준비 중 

임상 3상 없이 허가 목표 

2019.07.23 
Cristalia 

(브라질) 

ALT-P1 

(NexP)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비공개 23.6억원 

국내 임상 2상, 인도 1b상 완료 

크리스탈리아 500억원 투입하여 

임상 2,3상 준비 계획, 남미 독점 

2020.03.25 

한림MS 

(알토스바이

오로직스) 

ALT-L9 

(Eylea 

Biosimilar) 

wAMD 

(습성 황반변성) 
- 20억 

DM바이오 생산 준비 중 

2021.08 임상 1상 성공 

글로벌 임상 3상 준비 중 

2017.03.29 

QILU 

pharmaceu

tical (중국) 

Herceptin IV 

Biosimilar 
유방암 비공개 비공개 

중국 임상1상 완료 

결과보고서 대기 

 

자료 : 현대차증권 

 

<표15> 알테오젠 자체개발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파이프라인 기술플랫폼 설명 주요 적응증 상세 

IND 제출 테르가제 Hybrozyme 
인간히알루로니다제 

투여제품 

피부과 시술/수술 후 

통증경감 및 부종완화 

2021.09 Pivotal 1상 IND 승인 

임상 1상으로 품목허가 가능 

전임상 ALT-LS2 
Hybrozyme 

+ Biosimilar 

Hercepin SC  

Biosimilar 
유방암 

사업계획 발표, 탐색단계 

빅파마와 함께 개발 중 

한국, 중국, 일본 등 판권 확보 

탐색단계 ALT-Q2 NexP 
지속형 제7형  

혈액응고인자 
혈우병 

동물실험결과 일부발표,  

전임상 진행 중 

탐색단계 ALT-B8 NexP 

지속형 GLP1 

analog+NexP 

+ FGF19변이체 구조 

NASH 

(비알콜성지방간염) 
진행사항 업데이트 없음 

국내  

임상1상 

완료 

ALT-P7 NexMab ADC 항암제 위암, 유방암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 

국내 임상 1상 완료 

임상 2상 유방암, 위암, 병용  

총 3가지 진행 계획 중 

효능확인 

연구단계 
ALT-Q5 NexMab ADC 항암제 난소암 

동물실험 단계로 업데이트 예정 

2021.07.06 국내 특허 등록 

 

자료 :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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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OTE 

     (단위:십억원) 

 

      (단위:십억원) 

 포괄손익계산서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재무상태표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29 42 72 110 137  유동자산 65 138 211 283 378 

증가율 (%) 107.1 44.8 71.4 52.8 24.5  현금성자산 4 39 126 192 282 

매출원가 18 24 39 40 42  단기투자자산 58 95 68 68 68 

매출원가율 (%) 62.1 57.1 54.2 36.4 30.7  매출채권 1 2 6 9 11 

매출총이익 11 19 34 70 95  재고자산 1 0 2 3 3 

매출이익률 (%) 37.9 45.2 47.2 63.6 69.3  기타유동자산 1 2 9 12 15 

증가율 (%) 450.0 72.7 78.9 105.9 35.7  비유동자산 21 21 28 34 40 

판매관리비 13 19 16 16 17  유형자산 19 19 25 31 36 

   판관비율(%) 44.8 45.2 22.2 14.5 12.4  무형자산 1 1 1 1 2 

EBITDA -1 2 21 56 81  투자자산 0 0 1 1 2 

EBITDA 이익률 (%) -3.4 4.8 29.2 50.9 59.1  기타비유동자산 1 1 1 1 0 

증가율 (%) 적지 흑전 950.0 166.7 44.6  기타금융업자산 0 0 0 0 0 

영업이익 -2 0 18 54 78  자산총계 86 159 239 317 418 

영업이익률 (%) -6.9 0.0 25.0 49.1 56.9  유동부채 11 21 79 105 129 

증가율 (%) 적지 -100.0 N/A 200.0 44.4  단기차입금 3 3 3 3 3 

영업외손익 1 -3 1 -2 -1  매입채무 1 0 2 2 3 

금융수익 1 1 2 2 3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금융비용 0 1 3 4 5  기타유동부채 7 18 74 100 123 

기타영업외손익 -0 -3 2 0 1  비유동부채 4 2 5 8 1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사채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2 -3 19 52 76  장기차입금 1 1 2 3 4 

세전계속사업이익률 

(%) 

-6.9 -7.1 26.4 47.3 55.5  장기금융부채 

(리스포함) 

0 0 0 0 0 

증가율 (%) 적지 적지 흑전 173.7 46.2  기타비유동부채 3 1 3 5 6 

법인세비용 0 1 0 1 2  기타금융업부채 0 0 0 0 0 

계속사업이익 -2 -3 18 50 74  부채총계 16 23 84 112 139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지배주주지분 70 131 148 193 260 

당기순이익 -2 -3 18 50 74  자본금 7 14 14 14 14 

당기순이익률 (%) -6.9 -7.1 25.0 45.5 54.0  자본잉여금 75 130 130 130 130 

증가율 (%) 적지 적지 흑전 177.8 48.0  자본조정 등 1 2 2 2 2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 -1 17 45 67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 -2 2 5 7  이익잉여금 -13 -14 2 48 114 

기타포괄이익 0 0 0 0 0  비지배주주지분 0 5 7 12 19 

총포괄이익 -2 -3 18 50 74  자본총계 70 136 155 205 279 

             
     (단위:십억원)       (단위:원, 배, %) 

현금흐름표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주요투자지표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 2 32 58 82  EPS(당기순이익 기준) -43 -82 437 1,195 1,757 

당기순이익 -2 -3 18 50 74  EPS(지배순이익 기준) -18 -23 393 1,075 1,581 

유형자산 상각비 1 2 2 2 3  BPS(자본총계 기준) 1,684 3,212 3,585 4,751 6,467 

무형자산 상각비 0 0 0 0 0  BPS(지배지분 기준) 1,679 3,091 3,424 4,473 6,016 

외환손익 0 2 0 0 0  DPS 0 0 0 0 0 

운전자본의 감소(증가) 9 -3 12 5 5  P/E(당기순이익 기준) -515.4 -1,468.5 182.9 66.9 45.5 

기타 1 4 0 1 0  P/E(지배순이익 기준) -1,271.6 -5,183.4 203.3 74.4 50.6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 -43 18 -9 -9  P/B(자본총계 기준) 13.2 37.3 22.3 16.8 12.4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1 -0 -0  P/B(지배지분 기준) 13.3 38.8 23.4 17.9 13.3 

유형자산의 감소 0 3 0 0 0  EV/EBITDA(Reported) -682.4 2,500.7 143.0 51.3 34.9 

유형자산의 증가(CAPEX) -8 -5 -8 -8 -8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기타 -14 -41 27 -1 -1  성장성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 76 37 17 16  EPS(당기순이익 기준) 

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173.3 47.0 

차입금의 증가(감소) -1 -0 1 1 1  EPS(지배순이익 기준) 

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173.3 47.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수익성 (%)      

자본의 증가 4 61 0 0 0  ROE(당기순이익 기준) -2.5 -3.3 12.7 28.0 30.6 

배당금 0 0 0 0 0  ROE(지배순이익 기준) -1.0 -1.0 11.9 26.6 29.4 

기타 6 15 36 16 15  ROA -2.2 -2.8 9.3 18.1 20.1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안정성 (%)      

현금의증가(감소) -5 35 87 66 89  부채비율 22.5 16.8 54.5 54.8 49.9 

기초현금 9 4 39 126 192  순차입금비율 순현금 순현금 순현금 순현금 순현금 

기말현금 4 39 126 192 282  이자보상배율 NA 0.1 7.2 12.9 15.1 

 

 

  

* K-IFRS 연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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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 최근 2년간 알테오젠 주가 및 목표주가 

일 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1.05.18 BUY 120,000 -35.21 -19.75  

2021.07.09 BUY 139,000 -41.79 -33.02  

2021.08.05 BUY 139,000 -40.60 -30.02  

2021.08.25 BUY 139,000 -42.40 -31.04  

2021.10.15 BUY 139,000 -39.10 -29.31  

2021.11.30 BUY 139,000    

      

      

      

      

      

      

      

      

 

 

 

 

 

 

▶ Compliance Note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엄민용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견 분류 
▶ 업종 투자의견 분류 현대차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현대차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MARKETPERFORM(M.PERFORM)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15%P 이내 

• SELL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투자등급 통계 (2020.10.01~2021.09.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43건 91.1% 

보유 14건 8.9% 

매도 0건 0%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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