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테오젠  

  
Bloomberg Code (196170 KS)    Reuters Code (196170.KQ) 2021 년 5 월 26 일 

   

[제약/바이오] 
탐방후기: 정중동(靜中動) 

 이동건 책임연구원 
☎ 02-3772-1547 

 shawn1225@shinhan.com 

 

원재희 연구원 
☎ 02-3772-2669 

 jhwon@shinhan.com 

 

매수 현재주가  (5월 25일) 목표주가 상승여력 

    (유지) 71,400원 145,000원 (유지) 103.1% 
    

 아일리아 프리필드 제형으로의 변화 트렌드. 알테오젠 경쟁력 부각 

 EMA의 SC제형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 포착 

 목표주가 14.5만원 유지. 변이 대응 위한 코로나19 백신에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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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판단 매수 (유지) 

목표주가 145,000원 (유지) 

상승여력 103.1% 

  

KOSPI  3,171.32p 

KOSDAQ  962.07p 

시가총액  3,007.7 십억원 

액면가  500 원 

발행주식수  42.1 백만주 

유동주식수  31.3 백만주(74.4%) 

52 주 최고가/최저가  148,867 원/64,654 원 

일평균 거래량 (60 일)  258,581 주 

일평균 거래액 (60 일)  27,290 백만원 

외국인 지분율  18.17% 

주요주주  

박순재 외 6 인 25.58% 

형인우 외 2 인 6.05% 

절대수익률 

3 개월 -21.4% 

6 개월 -32.9% 

12 개월 5.4% 

KOSDAQ 대비 상대수익률 

3 개월 -23.5% 

6 개월 -39.7% 

12 개월 -21.1% 

 

주가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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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주가 (좌축)

KOSDAQ 대비 상대지수 (우축)

(원)

코스닥지수=100

(05/2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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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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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15.4 14.7 3.2 74 흑전 3,113 969.9 156.4 22.9 2.4 (88.7) 
2022F 89.1 22.3 21.4 4.6 107 45.3 3,220 667.4 115.0 22.2 3.4 (90.0) 
2023F 129.4 32.4 31.1 8.7 202 88.8 3,422 353.6 83.0 20.9 6.1 (93.1)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아일리아 프리필드 제형으로의 변화 트렌드. 알테오젠 경쟁력 부각 

현재 알테오젠을 비롯해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이 개발 중인 황반

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시장에서 기존 바이알 제형이 아닌 프리필드 시린

지 제형으로의 트렌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아일리아의 오리지널 개발

사인 리제네론은 2019년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으로 출시, 2020년 전체 아

일리아 매출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프

리필드 시린지 제형은 환자 및 의료인에 대한 높은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 만큼 향후 리제네론은 유럽 내 바이알 제형 생산을 

중단하고 100%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알테오젠은 지난 4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편리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강화하기 위한 플

라스틱 제형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향후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

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할 경우 관련 특허 확보로 경쟁 바이오시밀

러 업체들 대비 높은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EMA의 SC제형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 포착 

최근 EMA를 필두로 임상 1/3상 이후 품목 허가를 내줬던 바이오시밀러

에 대한 허가 절차를 이미 IV제형으로 허가를 획득한 바이오시밀러 업체

들에 한해 SC제형으로 개발 시 임상 1상 이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2~3년 가량 소요되는 3

상 개발 기간 및 비용 단축 측면에서 큰 변화로 판단된다. 이는 SC제형 

변형 플랫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의 수요 증가 측면에서 알테오

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1월 기술이전한 인타스 계약이 

당사 추정에 따르면 허셉틴 SC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계약이였다는 점에

서 향후 시판 스케줄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이프라인 가치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다. 

목표주가 14.5만원 유지. 변이 대응 위한 코로나19 백신에도 주목 

기존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한다. 알테오젠은 최근 변이에 대응 가

능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동물 효능 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알테오젠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백신 개발 방식들과는 달리 바큐로

바이러스/곤충세포 시스템을 통해 향후 독감 백신과 결합한 코로나19 변

이 대응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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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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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리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아일리아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 

 

 

 

자료: Evaluate Pharma, 신한금융투자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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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자산총계 86.0 159.2 175.9 200.7 247.0 
유동자산 65.2 137.9 156.3 182.6 230.9 
현금및현금성자산 4.4 38.9 74.4 113.1 130.1 
매출채권 1.0 1.6 2.3 3.3 4.7 
재고자산 0.9 0.5 0.7 1.0 1.4 
비유동자산 20.8 21.3 19.6 18.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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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0.5 0.7 
기타금융업자산 0.0 0.0 0.0 0.0 0.0 
부채총계 15.8 22.9 28.4 36.9 52.4 
유동부채 11.4 21.4 26.6 34.7 49.4 
단기차입금 3.1 2.8 2.4 2.0 2.0 
매입채무 1.0 0.4 0.6 0.9 1.3 
유동성장기부채 0.0 0.3 0.0 0.0 0.0 
비유동부채 4.4 1.6 1.8 2.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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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 136.3 147.5 163.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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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6.4) 2.3 

지배주주지분 70.0 131.2 134.4 139.0 147.6 
비지배주주지분 0.2 5.1 13.1 24.8 46.9 

*총차입금 5.8 15.1 19.4 26.4 37.1 
*순차입금(순현금) (56.1) (118.6) (130.8) (147.4) (181.1) 

 

 현금흐름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1 1.7 13.8 18.0 33.9 
당기순이익 (1.7) (3.4) 11.2 16.3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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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1.2) 0.8 
(법인세납부) (0.2) (0.0) (3.5) (5.1) (0.4) 
기타 0.8 3.9 3.5 5.1 0.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0) (42.9) 17.5 13.8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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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0.1) (0.2) 
기타 (14.6) (39.9) 18.9 15.1 (27.4) 

FCF (2.6) (3.7) 12.5 16.8 34.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6 75.9 4.3 7.0 10.7 
차입금의 증가(감소) 2.3 (0.4) 4.3 7.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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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38.7 17.0 
기초현금 8.9 4.4 38.9 74.4 113.1 
기말현금 4.4 38.9 74.4 113.1 130.1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포괄손익계산서 
12월 결산 (십억원)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29.2 42.4 61.4 89.1 129.4 
증감률 (%) 113.3 45.1 44.7 45.1 45.1 

매출원가 18.1 23.7 26.4 38.3 55.6 
매출총이익 11.1 18.8 35.0 50.8 73.8 
매출총이익률 (%) 38.0 44.2 57.0 57.0 57.0 

판매관리비 13.4 18.7 19.7 28.5 41.4 
영업이익 (2.3) 0.1 15.4 22.3 32.4 
증감률 (%) 적지 흑전 14,704.8 45.1 45.1 
영업이익률 (%) (7.7) 0.2 25.0 25.0 25.0 
영업외손익 0.6 (2.9) (0.6) (0.8) (1.2) 
금융손익 0.7 0.1 (0.0) (0.2) (0.6) 
기타영업외손익 (0.2) (3.0) (0.6) (0.6) (0.6) 
종속 및 관계기업관련손익 0.0 0.0 0.0 0.0 0.0 

세전계속사업이익 (1.7) (2.8) 14.7 21.4 31.1 
법인세비용 0.1 0.6 3.5 5.1 0.4 
계속사업이익 (1.7) (3.4) 11.2 16.3 30.8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1.7) (3.4) 11.2 16.3 30.8 
증감률 (%) 적지 적지 흑전 45.4 88.8 
순이익률 (%) (5.9) (8.1) 18.3 18.3 23.8 
(지배주주)당기순이익 (0.7) (1.0) 3.2 4.6 8.7 
(비지배주주)당기순이익 (1.0) (2.5) 8.0 11.7 22.0 
총포괄이익 (1.7) (3.4) 11.2 16.3 30.8 

(지배주주)총포괄이익 (0.7) (1.0) 3.2 4.6 8.7 
(비지배주주)총포괄이익 (1.0) (2.5) 8.0 11.7 22.0 

EBITDA (1.3) 2.0 18.5 25.1 34.6 
증감률 (%) 적지 흑전 836.5 35.8 38.1 
EBITDA 이익률 (%) (4.4) 4.6 30.1 28.1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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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S (당기순이익, 원) (43) (81) 260 378 713 
EPS (지배순이익, 원) (17) (23) 74 107 202 
BPS (자본총계, 원) 1,684 3,212 3,418 3,795 4,508 
BPS (지배지분, 원) 1,679 3,091 3,113 3,220 3,422 
DPS (원) 0 0 0 0 0 
PER (당기순이익, 배) (523.8) (1,470.0) 274.8 189.1 100.2 
PER (지배순이익, 배) (1,292.5) (5,188.6) 969.9 667.4 353.6 
PBR (자본총계, 배) 13.2 37.3 20.9 18.8 15.8 
PBR (지배지분, 배) 13.3 38.8 22.9 22.2 20.9 
EV/EBITDA (배) (682.4) 2,500.8 156.4 115.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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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28.1 26.8 
영업이익률 (%) (7.7) 0.2 25.0 25.0 25.0 
순이익률 (%) (5.9) (8.1) 18.3 18.3 23.8 
ROA (%) (2.2) (2.8) 6.7 8.7 13.7 
ROE (지배순이익, %) (1.0) (1.0) 2.4 3.4 6.1 
ROIC (%) (16.3) 3.9 68.3 101.1 204.2 

안정성      
부채비율 (%) 22.5 16.8 19.3 22.6 27.0 
순차입금비율 (%) (80.0) (87.0) (88.7) (90.0) (93.1) 
현금비율 (%) 38.8 182.3 279.8 326.5 263.5 
이자보상배율 (배) (11.9) 0.1 11.7 12.8 13.4 

활동성      
순운전자본회전율 (회) 266.3 (13.8) (26.6) (94.2) (1,179.5) 
재고자산회수기간 (일) 8.5 5.8 3.3 3.3 3.3 
매출채권회수기간 (일) 17.5 11.0 11.3 11.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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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월 24일 기준) 

매수 (매수) 93.75% Trading BUY (중립) 1.34% 중립 (중립) 4.91% 축소 (매도)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