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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87-2474 myeom@hmsec.com 

 

 
 

현재주가 (8/4) 

상승여력 

82,500원  

68.5% 

시가총액 

발행주식수 

자본금/액면가 

3,480십억원 

42,179천주 

14십억원/500원 

52주 최고가/최저가 148,867원/67,100원 

일평균 거래대금 (60일) 23십억원 

외국인지분율 

주요주주 

15.80% 

박순재 외 6 인 25.55% 

주가상승률 

절대주가(%) 

상대주가(%p) 

1M 3M 6M 

-10.0  6.5  -11.0  

-10.9  -1.7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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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574 142,000 

Cons. 차이 67.9%  87.3%  -2.1%  
 

최근 12개월 주가수익률 

 
자료: FnGuide, 현대차증권 

 

 

ADC 임상1상 성공과 가치, BS도 성공 

투자포인트 및 결론 

- 8월 3일 유방암 HER2 타겟 NexMab 플랫폼 파이프라인 ALT-P7을 국내 ADC(항체-약물 접합

체) 개발 업체 중 최초로 임상 1상 성공 발표, 최대내약용량 및 임상 2상 투약 용량 확정 성공 

- 엔허투의 폐 관련 부작용 없고, 면역원성도 없는 임상 1상 결과로 유효성 높은 항암효과 및 임상 

2상 결과 나올 것 기대, ADC 파이프라인 국내 기업 중 가장 빠른 임상 2상 진입 가능 

- 기존 동물실험에서 케싸일라 대비 위암 억제율이 15배 이상 높았던 결과 등을 토대로 임상 2상

에서 유방암 및 위암 환자 대상으로 진행 시 높은 효력 보일 것으로 기대 

- 8월 4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 임상 1상 유효성 및 동등성, 부작용 확인한 결과 공시, 

한국 및 다국가 13개국(유럽, 일본포함) 임상 3상 진입 예정, 현재 시료 생산 중 

주요이슈 및 실적전망 

- ADC 약물 ALT-P7은 임상 2상부터 HER2 변이 환자 대상 위암, 유방암 환자 대상 단독 투여 및 

면역관문 억제제 병용 투여까지 총 3가지 임상 디자인 구성하여 임상 2상 진행 예정 

- ADC 기술력 NexMab의 Stable linker 플랫폼을 통해 엔허투(Enhertu)와 같이 임상 2상 단계에

서 1~2조 수준 계약금 수령도 가능, 글로벌 제약사와 판권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ALT-L9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투약용 시험약 생산 중, 완제의약품(DP) 삼성바이오로

직스 생산 예정, 임상 3상 종료 후 Vial과 동시에 Pre-filled syringe(PFS)형태 출시 예정 

- 2019년과 2021년 기술이전 하였던 ALT-B4 IND 신청 및 임상 1상 진입 예정, 추가 기술이전도 

연내 2건 수준으로 가시화로 업사이드 모멘텀 하반기 대기중 

- QUILU제약 기술이전된 허셉틴IV 바이오시밀러 중국 임상 1상 완료되어 최종 결과 발표 대기중 

- Intas사 기술이전된 ALT-B4 SC제형변경 2개 품목 예측되는 부분도 21년 내 IND 신청 목표 

- NexP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인도 임상 1b상을 성공, 내년 소아 대상 후기 임상 2/3상 개시 가능, 

현재 적정 용량 및 부작용 확인 완료되어 임상 2상 준비중, 조건부 허가 기대 

주가전망 및 Valuation 

- 알테오젠은 SC제형 변경 기술 이외에도 지속형, ADC, 바이오시밀러 제조에 필요한 항체 기술 모

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역량을 차례로 입증 중, 본격적인 임상 2상 단계 진입 준비 완료 

- 알테오젠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139,000원으로 바이오신약, 바이오베터 개발 Top pick 

기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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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7 24.1 143.0 11.9 0.0 

2022F 110 54 45 56 1,075 173.3 76.7 18.4 51.3 26.6 0.0 

2023F 137 78 67 81 1,581 47.0 52.2 13.7 34.9 29.4 0.0 

* K-IFRS 연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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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OTE 

 

Ⅰ. 엔허투보다 안전, 케싸일라보다 효력 높은 ALT-P7 가치 
 

 1. ADC기술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 엔허투보다 안전한 약물될 ALT-P7 임상 2상 기대 

HER2 타겟  

ADC 약물 엔허투

(Enhertu) 

계약금 1.8조 판권 체결 

총 계약규모만 7.8조원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ADC 약물인 엔허투(Enhertu)는 HER2 양성 재

발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이자 항체-약물 접합체로 Trastuzumab 항체와 payload인 

topoisomerase I 저해제 deruxtecan이 결합된 약물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2상 단계에

서 2019년 3월 다이이찌산쿄에 계약금 13.5억달러(약 1조 8530억원)을 지불하며 총 계약규

모 7조 8,000억원으로 일본 외 전세계 시장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그림1> 엔허투(DS-8201) ADC (Trastuzumab-deruxtecan) 구조 및 설명 

 

자료 : HER2-Positive Metastatic Breast Cancer: Current Status and Promising Agent, 현대차증권 

 

엔허투 유방암 임상 1/2상 

모두 유사한 효력 결과 

ORR60%, mPFS 16.4개월 

완전관해(CR) 6% 

 

그러나 

간질성 폐질환(ILD) 부작용 

임상 2상에서 

사망 환자 4명 발생 

 

대장암 임상 1상에서도 

Grade 3 부작용 54.1% 

2019년 12월 11일 발표한 DESNITY-Breast01 유방암 환자 대상 임상 2상 결과를 보면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 184명을 대상으로 DS-8201에 대

한 단일군 시험으로 진행되었다. ORR(객관적반응률) 60.9%를 보이며 1차 주요 효능 평가 

지표를 충족시켰으며 mPFS(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6.4개월, DoR(반응지속기간) 중앙값

은 14.8개월이었다. 약물반응을 보인 환자 비율인 DCR(질병 조절률)은 97.3%에 1년 생존률 

86%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상 1상과 마찬가지로 2상에서도 안정성에서 이상반응이 보고되

었다. 25명(13.6%) 환자가 간질성 폐질환(ILD)를 경험하고 4명이 관련 부작용으로 사망했으

며, 1명은 ILD 관련 Grade3 이상 반응을 보고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실시된 대장암 환자 대상으로 임상 1상 진행 시에도 HER2 발현환자 

259명에서 Grade3 부작용 54.1%, 원인불문 사망환자 4.6% 발생했고, 유방암과 위암 임상

과 동일하게 폐장염 또는 간질성폐질환(ILD)가 5명 보고되었다. (Grade3: Potentially life-

threatening if untreated;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단계의 이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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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허투 위암 임상2상 

간질성 폐질환(ILD), 폐렴  

이상반응 보고 

 

또한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DESTINY-Gastric01은 일본과 한국 189명 환자

를 대상으로 ORR(객관적반응률) 60.3%, 반응지속기간 중앙값 14.8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

앙값(mPFS) 16.4개월이라는 결과를 보이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 1차 지표를 충족시키고, 

2차 평가 변수인 전체 생존률(O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부작용은 호중구수감소, 

빈열, 구역, 식욕 감소 및 간질성 폐질환(ILD) 및 폐렴 사례들이 보고 되었다. 

 

<그림2> 엔허투(DS-8201) 임상 2상 반응률 

 

자료 : HER2-Positive Metastatic Breast Cancer: Current Status and Promising Agent, 현대차증권 

 

<그림1> 엔허투(DS-8201) 임상 2상 PFS 및 OS 결과 값 

 

자료 : HER2-Positive Metastatic Breast Cancer: Current Status and Promising Agent, 현대차증권 

 

<그림4> 엔허투(DS-8201) 임상 2상 이상반응 중 간질성 폐질환(ILD) 이슈 

 

자료 : HER2-Positive Metastatic Breast Cancer: Current Status and Promising Agent,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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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OTE 

 

 ALT-P7 임상 1상 결과 리뷰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해석 

알테오젠 ALT-P7 

4년 9개월만에 얻어낸 

HER2 타겟 항암제의 

새로운 가능성 보여준 

임상 1상 결과 

알테오젠은 ALT-P7으로 HER2 타겟으로 하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1상 결과

를 발표했다. 이미 HER2 타겟으로 허셉틴, 케싸일라, 퍼제타, 엔허투 등 최소 4개에서 최대 

5개 약물을 투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했다. 2016년 12월 9일 임상 1상 IND 

신청 후 4년 9개월만인 올해 2021년 8월 4일 내약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이며 임상 1상의 

주요 목적은 ALT-P7의 최대내약용량(MTD) 및 용량 제한 독성(DLT)이 관찰되는 용량 수준

을 결정, 임상 2상 권장 용량(RP2D)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알테오젠의 ADC기술은 

 엔허투와 같은 폐질환 

이상반응 및 면역원성 

반응 없는 임상 1상 결과 

 

 

총 8개의 용량군으로 각 코호트당 평균 3.3명씩 진행을 하였다. 0.3mg/kg부터 시작하여 최

대내약용량(MTD) 및 임상 2상 권장용량(RP2D)를 4.5mg/kg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용량제한 독성(DLT)는 4.8mg/kg에서 열성호중구감소증, 고빌리루빈혈증, 근육통, 저나트륨

혈증을 포함하여 11.11%(3/27명) 발견되어 내약성 검증을 마쳤다. 엔허투의 임상 결과와 달

리 간질환과 관련된 이상반응 및 면역원성은 없었다. 유효성 결과는 질병관리율(DCR) 

72.0%(18/25명)이었으며, 최대내약용량 4.5mg/kg인 코호트7에 참여한 3명의 무진행생존기

간(PFS) 6.67±4.01개월로 나타났다. 

 

 

<표1> ALT-P7 임상 1상 코호트별 피험자 수, 과거 치료 경험 정리 

Characteristics 

(Total, n=27) 

Cohort1 

(0.3mg/kg) 

(n=4) 

Cohort2 

(0.6mg/kg) 

(n=3) 

Cohort3 

(1.2mg/kg) 

(n=3) 

Cohort4 

(2.4mg/kg) 

(n=3) 

Cohor5 

(3.6mg/kg) 

(n=3) 

Cohort6 

(4.8mg/kg) 

(n=5) 

Cohort7 

(4.2mg/kg) 

(n=5) 

Cohort8 

(4.5mg/kg) 

(n=3) 

Age, Years(median, SD) 53.23(±14.08) 60.3(±4.62) 49.3(±8.08) 44.3(±12.58) 57.3(±14.19) 63.4(±10.16) 45.0(±2.65) 45.3(±7.64) 

< 65 years (n) 4 3 3 3 2 3 3 3 

≥ 65 years (n) 0 0 0 0 1 2 0 0 

Her2 Expression         

IHC2+/FISH+ (n, %) 2(50%) 1(33%) 1(33%) 2(67%) 0 1(20%) 0 1(33%) 

IHC3+ (n, %) 2(50%) 2(67%) 2(67%) 1(33%) 3(100%) 4(80%) 3(100%) 2(67%) 

ER/PR Expression         

+/+   1 1 1 1 2 2 

+/- 1   1 1 1   

-/+   1   1   

-/- 3 3 1 1 1 2 1 1 

Previous anti-HER2 therapy         

Trastuzumab (n, %) 4(100%) 3(100%) 3(100%) 3(100%) 3(100%) 5(100%) 3(100%) 3(100%) 

T-DM1 (n, %) 4(100%) 3(100%) 3(100%) 2(67%) 3(100%) 5(100%) 3(100%) 2(67%) 

Pertuzumab (n, %) 2(50%) 1(33%) 2(67%) 1(33%) 3(100%) 1(20%) 1(50%) 3(100%) 

Lapatinib (n, %) 4(100%) 1(33%) 2(67%) 1(33%) 2(67%) 3(60%) 3(100%) 1(33%) 

Margetuximab (n, %) 0 0 1(33%) 0 0 0 1(50%) 0 

Poziotinib (n, %) 0 1(33%) 0 0 0 1(20%) 1(50%) 0 

DS-8201 (n, %) 0 0 0 0 0 0 0 1(33%) 

MTD and RP2D of ALT-P7 was determined to be 4.5mg/kg in HER2+ metastatic breast cancer 
 

자료 : 알테오젠,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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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대 ADC인 ALT-P7의 효력은 케싸일라보다 높고 안전할 것으로 기대 

NexMab 기술은 

ADC 링커 안정하고 

약물접합개수 낮고 

함량균일성 갖춤 

ADC약물은 연결된 Payload의 혈중 분해 정도가 낮고, 그 결합 개수와 함량균일성이 중요

하다. Payload는 대부분 난용성 약물로 항체에 접합된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체내에서 흡

수되기 힘들다. 그래서 엔허투나 케싸일라는 혈중 내 흡수율이 낮고, 링커의 안정성이 혈중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비례하기 때문에 1세대 ADC는 독성 문제도 따른다.   

 

ALT-P7 동물실험 

15배 위암 억제 효과 

임상 2상에서  

위암 및 유방암 환자 

대상 진행 예정 

알테오젠의 ALT-P7은 기존 엔허투, 케싸일라보다 약물의 접합위치가 특이적이고 DAR이 

2로 일정하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약물의 접합 위치가 매우 불규칙적이고 혈중 안정성

이 결여될 경우 세포독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동물실험 결과에서 ALT-P7은 케싸일라보

다 유방암과 위암에서 치료효과가 더욱 높았으며, 임상 2상에서는 위암과 유방암, 병용투여 

디자인을 통해 효력을 증명할 예정이다. ORR(객관적반응률)이 동물실험 결과와 같이 위암에

서 15배의 케싸일라 대비 높은 효력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표2> ALT-P7과 HER2 타겟 ADC 항암제 DAR 비교 

ADC 
ALT-P7 

(HM2-MMAE) 

T-DM1 

(Trastuzumab emtansine) 

DS-8201 

(Trastuzumab deruxtecan) 

Company 알테오젠 제넨텍(로슈) 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 

Linker cleavable Non-cleavable cleavable 

Payload MMAE DM-1 DXd 

DAR 2 3.5 ~8 

Dosage 4.5 3.6 5.4 

Pruduct Name N/A 케싸일라(Kadcyla) 엔허투(Enhertu) 

Structure 

 
 

 
 

자료 : 알테오젠, 현대차증권 

 

<그림5> 케싸일라 vs ALT-P7 유방암 치료 효과 비교  <그림6> 케싸일라 vs ALT-P7 위암 치료 효과 비교 

 

 

 
자료 : 알테오젠, 현대차증권  자료 : 알테오젠, 현대차증권 

kjhof
강조

kjhof
강조



6 

 

 

COMPAN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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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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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P1 (지속형 인성장호르몬) 7,974  NexP 기술플랫폼, 임상 1상 성공으로 가치 상향 

2 주주가치 59,983  

3 발행주식수(천주) 43,153   

4 적정주가(원) 139,000   

 

자료 : 현대차증권 

 

 

<그림7> 알테오젠이 보유한 3대 기술플랫폼  

 
자료 :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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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이란 
 

 화학요법 항암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기술 

화학요법(chemotherapy) 

선택성 없이 분열세포 공격 

탈모와 호중구감소증 

내성 문제 있음 

종양치료는 아직까지 화학 요법(chemotherapy)이 필수적이며 우선적이다. 화학요법 

항암제는 체내에서 분열이 활발한 세포를 공격한다. 세포의 분열 중 DNA로부터 유전정보 

복사를 하는 과정에 관여하며 이중나선 구조에 결합해 세포분열을 막는다. 이로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게 되는데 이 때 항암제는 세포의 구분이 없이 분열이 활발한 세포를 

공격한다. 그러므로 신체 내에서 분열이 활발한 모근세포와 호중구세포 등을 공격하게 되어 

화학요법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탈모증상을 겪고, 빈혈, 백혈구 감소로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전신 독성(non-tumor specific toxicity)으로 항암효과는 크지만 

그만큼 부작용을 가진 치료법이다. 또한 장기 치료 시 내성이 발생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그림8> DNA 재합성을 방해하는 Doxorubicin 

 
자료 : M.mobaraki, A et a 2017, 현대차증권 

 

 

<그림9> 화학요법 치료 후 탈모 부작용  <그림10> 호중구감소증으로 줄어든 백혈구 

 

 

 
자료 : 산업자료, 현대차증권  자료 : 산업자료,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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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클론항체(Mab) 

항암제의 낮은 부작용 

대표 항체 항암제 

리툭산, 허셉틴, 아바스틴 

치료용 단클론항체(Mab; Monoclonal antibody)는 종양세포에 존재하는 항원(antigen)을 

인식하여 선택적으로 암 세포를 사멸시키기 때문에 화학요법과 달리 부작용이 적으며 전신 

독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올랐다. 또한 혈액순환 중에 독성을 띄지 않으므로 

부작용도 없어 암 치료의 방안으로 떠올랐다. 허셉틴(trastuzumab), 아바스틴(bevacizumab), 

리툭산(rituximab) 등이 대표적인 단클론항체 항암제이다. 

 

ADC 약물은 

Prodrug 개념 

암 조직에서만 

Parent drug 방출 

 

 

ADC 기술은 1) 강력한 세포독성 효과를 이용하면서 2) 전신독성은 줄일 수 있다. 3) 

항체의 암 항원 인식능력을 활용하여 암 조직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보내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최소의 투여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지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ADC 

약물은 자체적으로는 비활성 상태인 프로드럭(prodrug)의 형태로 투여된 후 모드럭(parent 

drug)을 타겟하는 위치에서 방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 모드럭이 화학요법에 쓰이는 

항암제이며, 항체를 링커(linker)기술을 통해 결합해서 prodrug의 형태를 혈중에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암조직에서 세포독성을 가지는 모드럭(parent drug)이 방출되어야만 한다. 

 

접합 링커의  

혈중 안정성 가장 중요 

혈중에서 링커절단 

및 약물 방출 시 

부작용 발생 

ADC는 링커의 안정성이 얼마나 우수하냐에 따라 성패가 나뉜다. ADC 결합체는 투여 후 

receptor-mediated endocytosis라는 기전을 통해 세포 내 엔도좀(endosome)으로 들어가 

산성환경에서 링커가 절단되어 세포독성 약물 방출부위를 조절하는 것이 주요하다. 하지만, 

암세포가 사멸된 후 죽은 세포에서 세포 밖으로 유출된 약물이 세포막을 투과하여 다시 

주변 세포를 사멸(apoptosis) 시키는 by-stander cell-killing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ADC 개발사들은 임상단계에서 전신 독성의 발생 여부 확인이 가장 주요한 지표이다.  

 

<그림11> ADC 구조 및 항암치료 기전 

 
자료 : Modified from Lamele et al, 2015,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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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글로벌 ADC 시장 규모 

 
자료 : Cortellis, 현대차증권 

 

<1세대 ADC 기술> 

약물 개수 또는 비율 

접합 위치 불특정 

Non-cleavable 링커 사용 

 

<2세대 ADC 기술> 

접합개수(DAR) 정확 

링커-약물 위치 고정 

Cleavable 링커 사용 

1세대 ADC 기술은 좁은 Therapeutic window에 따른 약효부족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의 안정성도 부족하고, 항체의 선택성도 낮아 임상 실패가 많았다. 한 항체가 분해된 뒤 

약물을 방출하는 1세대 링커 기술인 non-cleavable 방출형태의 SMCC링커가 많았다.  

2세대 ADC약물들은 site-specific 항체에 접합하고 혈중에서 링커가 분리되지 않는다. 

Cys 변형을 통해서 항체의 특정위체에 Cys 잔기를 생성하고 링커를 접합한다. 그리고 

링커는 1세대와 달리 특정물질에 의해 링커가 절단된다. 1) SPDB(disulfide계열)로 세포질의 

GSH에 의해 링커가 절단되거나 2) peptide계열 링커는 세포 내 리소좀의 cathepsin B 또는 

plasmin 효소에 의해 절단되는 특징을 가져 혈액에서 안정하거나 3) 산성환경에서 링커가 

분리되는 기술(HJydrazone) 4) 가장 우수한 안정성을 가지는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의 

Glucoronide와 같은 암세포 내 β-glucuronidase 효소에 의해 절단되는 방식들이 2세대에 

적용되어 ADC 링커의 혈중 분해 안정성이 증가했다.  

 

<그림13> AZ,다이이찌산쿄 HER2 표적ADC 제품 

:엔허투(Enhertu) 
 

<그림14> 로슈사 HER2 표적 ADC 제품 

: 케싸일라(Kadcyla) 

 

 

 
자료 : AZ, 현대차증권  자료 : Roche,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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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현재까지 발매된 ADC 의약품 및 허가 심사 혜택 

승인 제품명 
mAb 

(Modality) 

항체 결합 

(Biomarker) 

세포독성약물 

(Payload) 
적응증 심사 혜택 

2000.05 
Mylotarg 

(Pfizer/Wyeth) 
Gemtuzumab CD33 Ozogamicin 

급성골수성백혈병 

(AML) 
AA, OD 

2002.02 
Zevalin 

(Acrotech Bio) 
Ibritumomab CD20 Tiuxetan 

비호지킨림프종 

(NHL) 
AA, FT, OD 

2011.08 
Adcetris 

(SG/Takeda) 
Brentuximab CD30  Vedotin 

호지킨림프종, 

대세포림프종(ALCL) 

AA, BT, FT, 

OD, PIP, PR 

2013.02 
Kadcyla 

(Genentech/Roche) 
Trastuzumab HER2 Emtansine 전이성 유방암 BT, OD, PP 

2017.08 
Besponsa 

(Pfizer/Wyeth) 
Inotuzumab CD22 Ozogamicin 

CD22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BT, OD, PIP, 

PR 

2018.09 
Lumoxiti 

(AZ) 
Moxetumomab CD22 Pseudotox 털세포 백혈병(HCL) PT, OD,PR 

2019.06 
Polivy 

(Genentech/Roche) 
Polatuzumab CD79b Vedotin 

미만성 B형  

대세포 림프종 

AA, BT, OD, 

PIP,PR,  

2019.12 
Padcev 

(S.G./Astellas) 
Enfortumab Nectin-4 Vetotin 

전이성  

요로상피 세포암 

AA, BT, PR, 

PIP 

2019.12 
Enhertu 

(AZ/DS) 
Trastuzumamb HER2 Deruxtecan 전이성 유방암 

AA, BT, FT, 

OD, PR 

2020.04 
Trodelvy 

(Immunomedics) 
Sacituzumamb Trop2 Govitecan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AA, BT, FT, 

OD, PR 

2020.04 
Tukysa 

(SG) 
Trastuzumab HER2 Capecitabine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FT, OD, BT 

2020.08 
Blenrep 

(GSK) 
Belantamab BCMA Mafodotin 다발성 골수종 

AA, BT, OD, 

PR 

2021.04 
Zynlonta 

(ADC Therapeutics) 
Loncastuximab CD19 tesirine 

미만성 B형  

대세포 림프종 
AA 

AA: Accelerated Approval(가속승인-예) 항암제 경우 Overall survival 대신 surrogate Endpoint(대리변수)로 승인) 

BT: Breakthrough Therapy(혁신치료제 지정-FDA 심사 중간 피드백 혜택, 가속심사) 

OD: Orphan Drug(희귀 의약품-20만명 이하 질병, 임상 3상 1,000명 이하, 7년 독점권, PR 심사, R&D 50% 절세, 허가비 $2.2M 면제),  

PR: Priority Review(우선심사-6개월 내 심사발표, 보통 10개월) 

FT: Fast track(패스트 트랙-FDA 소통원활, NDA/BLA 제출 후 중간 피드백 가능) 

PIP: Paediatric Investigation Plan(소아연구계획) 

SG: Seattle Genetics, AZ: Astra Zeneca, GSK: GlaxoSmithKline, DS: Daiichi Sankyo 

자료 : 현대차증권 

 

<그림15> ADC 제품별 예상 매출 (2020-2027F) 

 
자료 : Cortellis,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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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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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8.5 188.6 69.0 47.0 

기타 1 4 0 1 0  P/E(지배순이익 기준) -1,271.6 -5,183.4 209.7 76.7 52.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 -43 18 -9 -9  P/B(자본총계 기준) 13.2 37.3 23.0 17.4 12.8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1 -0 -0  P/B(지배지분 기준) 13.3 38.8 24.1 18.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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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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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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9 -33.02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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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2021.06.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50건 90.4% 

보유 16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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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