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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age Rating Target Price 

제노포커스 Not rated - 

펩트론 Not rated -  

알테오젠 Not rated - 

지노믹트리 Not rated - 

   

   

 

 

Relative Performance 

  

 
 
 
 

 

플랫폼 기술 보유 4개사 탐방 
제약/바이오 섹터소속 대전소재 4개 기업 

 

확장성을 가짂 플랫폼기술 

 연구개발은 성공 불확실성이 상존. 가치는 크지만 단발성인 파이프

라인을 가진 기업보다 파이프라인 공급 연속성을 가진 기업의 가치

를 더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 

 플랫폼 기술은 제품 포트폴리오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

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지칭. 중소형 연구개발 전문기업

이 파이프라인 공급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 

 플랫폼 기술을 가진 대전지역 4개사의 기술과 제품을 정리하고 탐방

을 통해 현황을 파악함  

 

 

 

탐방내용 요약 

 

제노포커스 

(187420) 

▶방향성 유전자 진화, 미생물 표면 단백질 디스플레이, 세포 외 

분비발현기술 연구단계 기술로 용도별 맞춤효소 생산 

▶싞제품 라인업: 2017 년 락테이스 공급 본격화 전망, 

라이페이스 하반기 공급개시 기대 

펩트론 

(087010) 

▶초음파노즐로 개량한 분무건조방식, 유해성이 낮은 용매, 

안정성 높은 운반체를 사용하는 지속형 의약품 제형기술 보유 

▶1 개월형/2 주형 당뇨치료제 임상 자체진행 결정은 

파이프라인 가치 제고에 긍정적. 2018 년 임상 본격 돌입 예상 

알테오젠 

(196170) 

▶단백질의약품 관련 일관기술보유: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약효 지속기간을 늘려주는 연결체, 2 세대 ADC 기술 

▶지속형 성장호르몬 임상 2 상 상반기 실시 계획. 국내는 

성인대상, 소아 대상은 글로벌 임상 고려 중 

지노믹트리 

(228760) 

▶메틸화 바이오마커를 발굴, 분자진단기술 기반으로 암 

조기진단 키트 개발 중 

▶ 임상시험 단계의 대장암, 폐암, 방광암 진단키트 보유.  

2017 년 말 대장암 조기진단 키트 품목허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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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Visit Note 

용어설명 
 

전문의약품 

(Ethical Drug, ETC) 

제형, 약리 작용의 특성상 의사 처방이 필요핚 의약품.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상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일반의약품 

(Over-The-Table, 

OTC) 

전문의약품외의 의약품. 처방없이 사용 가능. 부작용의 범위가 작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의약품, 홖자가 직접 선택, 용법 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 및 처치가 가능핚 의약품, 경미핚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 

API Active Pharmarceutical Ingredient, 의약원료물질. 약효를 나타내는 효능물질로 

일반적으로는 화학의약품 원료물질을 지칭.  API 에 체내 체류기간 증가나 약효를 

돕는 염과 부형제들을 결합하면 의약품이 됨 

제네릭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후 동일핚 제조방식으로 만든 의약품. 복제약. 몇 가지 

스펙으로 구조적 동일성은 쉽게 확인되므로 효능평가를 생략. 생동성실험을 통해 

PK 와 PD 가 유의적 차이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제품 출시가 가능 

개량싞약 오리지널 의약품의 API 는 그대로 두고, 염이나 부형제를 변경하여 약의 효능이나 

안정성, 투약방식을 변경핚 제품. 

생동성 실험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인하는 임상실험. 레퍼럮스의약품과 의 PK(약동학)와 

PD(약력학)를 확인하는 임상실험. 주로 제네릭 허가에 많이 이용됨 

플랫폼기술  Platform technology. 제품 포트폴리오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반 기술 

라이브러리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표준화된 방법이나 정보들의 집합.  

컴퓨터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자체기능을 가짂 소단위 프로그램 여러 개를 모아둔 것. 

전체 프로그램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그 소단위 프로그램들을 

레고블럭처럼 불러와 끼워넣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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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플랫폼 기술 보유 4 개사 탐방 

 

개별사건들에 대해서는 확률은 무의미하다. 사건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간의 임상실적들을 

통해 단계별로 성공확률이 도출되었다고는 하나 단일 파이프라인의 관점에서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다. 사건이 일정 개수 이상일 때만 확률은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파이프라인 공급의 연속성이 연구개발 성공확률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 요소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플랫폼 기술 

은 중소형 연구개발 중심 기업에게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플랫폼 기술은 제품 

포트폴리오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지칭한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같은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고정비로도 파이프라인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연구중심 기업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화된 최근의 산업트렌드에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유망한 플랫폼 기술을 가진 코스닥 상장사 3 곳과 코넥스 상장사 

1 곳을 방문하여 펀더멘털을 점검하고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했다. 개별기업 

부분에서는 최근이슈들을 앞쪽에 배치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나 기술, 각 기업에 

대한 설명은 뒤쪽에 정리했다. 

 

 

 

Exhibit. 시가총액  Exhibit. 상대주가추이 

 

 

 
Source: Dataguide, Baro Research Center  Source: Dataguide,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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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Visit Note 

 

제노포커스는 맞춤효소 개발에 사용되는 유전자의 방향성 진화기술 (directed 

evolution)과 미생물 표면에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하는 미생물 표면 

디스플레이 기술, 생산단계에 적용되는 세포 외 분비발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산업용 효소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위 3 개사는 이 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동사 역시 이들과 동일하게 동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펩트론은 자체개량한 제형 제조기술을 가지고 지속형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기술의 안정성이 장점이다. 제법차원에서는 식품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분무건조방식에 초음파노즐을 도입해 운반체와 약효물질을 균일한 

미립구로 제조하는 기술을 갖췄다. 기존 방식과 달리 안전성이 높은 용매를 

사용하는 것도 안전성제고 요인이다. 제품 차원에서는 운반체를 생분해성 

고분자로 의료용 봉합사로 널리 쓰이는 PLGA(poly(lactic-co-glycolic acid))를 

사용해 약효물질에 영향이 거의 없다. 임상과정의 간소화가 가능해 자본비용과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지속형 당뇨치료제 임상을 자체 진행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자체출시와 가치를 높여 기술이전(lisence out)하는 것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알테오젠은 자체개량한 A1AT 단백질을 약효물질과 결합시켜 지속성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NexP’기술과 특정위치에 정량적으로 약효물질을 결합시킬수 있는 

차세대 ADC 기술, ‘NexMab’ 을 갖췄다. 항체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함께 동 

기술을 이용해 항체 바이오베터(biobetter, 약효나 부작용이 개선된 바이오 

의약품)도 개발 중이다.  

 

지노믹트리는 코넥스 상장사로 DNA 의 메틸화 부위를 탐색, 정상인과 질환자 간 

차이가 발생한 부위를 진단용 바이오마커로 발굴하는 기술 ‘i-MAGIC’을 

가지고 있다. 암진단에 필요한 바이오마커들을 개발해 특허로 보유 중이다. 

또한 그런 바이오마커들을 환자의 검체에서 검출할 수 있게 해주는 ‘LTE-

qMSP’기술도 갖췄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진단기기를 개발했고 현재 3 개의 암 

조기진단 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중에는 가시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고 차근차근 연구개발 단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기업들도 있다. 당장의 진도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기업들이 가진 플랫폼기술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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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Rated 

Target Price - 

현재주가 18,300 원 

목표수익률 - 

  

Key Data 2017 년 1 월 20 읷 

산업분류 젗약 및 바이오 

KOSDAQ 622.12 

  

Trading Data 

시가총액 (십억원) 164.6  

발행주식수 (백만주) 9.0  

외국읶 지분율 (%) 0.3  

52 주 고가 (원) 30,700  

52 주 저가 (원) 18,050  

60 읷 읷평균거래대금 (십억원) 0.8  

  

주요주주 (%) 

김의중 외 3읶 41.80 

  

  
 

Performance 

 
 

제노포커스 (187420 KQ) 
2017년 락테이스와 라이페이스 공급 기대 

 

2017년 라이페이스 초도매출 발생, 2018년 본격 매출증가 예상 

 플랫폼 기술 기반 산업용 맞춤 효소 전문 제조사. 개화하는 바이오

화학 시장에 발맞춰 시장수요에 최적 대응이 가능 

 라이페이스: 2017년 하반기 초도물량 공급 예정 

 락테이스: 2016년 11월 GRAS인증 획득으로 매출 본격화 예상 

 카탈레이스: 전방사업 업황 호조로 공급량과 공급처 확대 기대 

 

주력제품 3종, 개발 및 생산 플랫폼기술 3종  

 주력제품 3종 

1) 라이페이스: 원료의약품(API) 생산공정 대체효소. 효소생산으로 

대체시 오염물질 감소 및 생산효율 증가 

2) 락테이스: 기존제품 대비 효능이 우수한 올리고당인 ROS 생산에 

사용되는 개량효소. ROS는 면역력강화와 유산균의 장내 증식에 

기여하는 물질 

3) 카탈레이스: 반도체 생산공정 폐수처리를 위한 맞춤효소. 폐수의 

과산화수소(H2O2)를 물과 산소로 분해함 

 개발 및 생산기술 3종 

1) 방향성 유전자 진화(directed evolution)기술: 목표한 특성이 발

현되도록 유전자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기술 

2) 미생물 표면 디스플레이 기술: 미생물의 표면에 단백질을 발현시

켜 돌연변이 탐색을 위한 특성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  

3) 세포외 분비발현 기술: 목표단백질을 분비하는 형태로 발현시켜 

분리/정제단계 효율을 높이는 기술  

 

재무 및 주가관련 이슈들 

 2015년 공장건설과 부대비용으로 이익 하락 (-21.1%, YoY) 

 2016년 공장완공으로 감가상각비용 약 8억 추가 예상 

 높은 PE 수준은 매출 및 이익증가로 차차 정당화될 전망 
 

Financial and Valuation Summary 

 

Fiscal Year 2013 2014 20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매출액 (십억원) 2.4  6.1  6.6  1.9  1.8  1.4  1.6  1.7  1.9  

증감률 YoY (%) 19.9  155.8  8.0  N/A 52.6  N/A 0.9  (10.0) 5.7  

영업이익 (십억원) 0.2  1.4  1.1  0.4  0.5  (0.1) 0.2  0.4  0.5  

영업이익률 (%) 10.1  22.6  16.5  22.3  30.7  (5.7) 10.3  24.1  27.2  

순이익 (십억원) 0.1  2.2  1.2  0.3  0.8  (0.2) 0.2  0.4  0.5  

EPS (원) N/A N/A 138.0  42.7  93.0  (19.0) 21.1  43.9  51.7  

EPS 증감률 (%) N/A N/A N/A N/A N/A 적젂 N/A 3.0  (44.4) 

P/E (x) N/A N/A 197.2  N/A N/A N/A N/A N/A N/A 

EV/EBITDA (x) (0.5) 0.8  124.1  N/A N/A N/A N/A N/A N/A 

ROE (%) 14.3  36.3  6.1  N/A 2.8  (0.6) 0.6  1.3  1.5  

P/B (x) N/A N/A 5.5  11.75 7.56 5.54 6.59 7.12 6.11 

Source: Dataguide,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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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Visit Note 

 

1. 플랫폼 기술 기반 산업용 맞춤효소 전문 제조사, 
제노포커스  

 

기업개관 
 

제노포커스는 기존의 화학공정을 대체하는 산업용 효소를 제조하는 회사다.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관심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면서 기존 화학공정을 효소공법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식품원료나 

화장품 원료 생산 공정의 효소대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오염물질 감축과 

안정성 이슈 외에도 효소도입시 제품생산효율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Frost& sulivan 에 따르면 2017 년 어간은 

바이오 물질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화학시장은 발전 초기로 

바이오화학적 접근법이 헬스케어 산업과 융합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글로벌 

바이오화학 시장은 2017 년 3490 억 달러로 세계 화학시장의 12%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hibit. 바이오화학 시장 형태 전망  Exhibit 20. 바이오 화학시장 성장 추이 

 

 

 
Source: Frost&sulivan,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aro Research Center  Source: Frost&sulivan,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aro Research Center 

 

 

 

동사의 현재 주력제품은 반도체 생산공정 폐수 내 과산화수소(H2O2)를 분해하는 

카탈레이스이다. 2016 년 3 분기 기준 매출의 43.1%를 차지하고 있다. 2017 년 

하반기에는 신규출시 제품인 라이페이스의 초도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락테이스는 2016 년 9 월부터 주요 고객사향 매출이 시작됐으며 올해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동사는 향후 성장동력으로 바이오레티놀을 준비 중이다. 

항노화 효과를 인정받은 유일한 물질인 레티놀은 화학적 방법으로 합성되고 

있는데 이를 대체하는 공정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2018 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의 2016 년 Forward PE 수준은 133 배로 부담스러운 수준이나 2017 년부터 

본격적인 매출발생이 시작하면서 점차 이를 정당화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맞춤효소를 제작해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조금씩 적용공정이 확대되고 

있는 산업용 효소시장 성장의 수혜를 얻을 전망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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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커스(187420 KQ) 

 

 

Exhibit. 제품 현황 

 현황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 

2018 

상반기 

2018 

하반기 

2019 

상반기 

2019 

하반기 

락테이스(lactase) 물량출하 본격화       

카탈레이스(catalase) 젂방산업 호조로 읶핚 매출확대 기대       

라이페이스(lipase) 고객사 실사 중 
 

초도물량 

생산 
    

생산설비 확충     

바이오레티놀(retinol) 조성연구중 생산설비 마련 젗품생산    

뮤타네이스(matanase), 치석젗거용 효소 개발 완료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Exhibit.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추이  Exhibit. 매출구성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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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Visit Note 

2. Peer data 

 

                

    제노포커스 아미코젠     Novozymes Codexis 

Ticker   187420 KS Equity 092040 KS Equity Ticker   NZYMB DC Equity CDXS US Equity 

EQY_FISCAL_YR_END   12/2015 12/2015 EQY_FISCAL_YR_END   12/2016 12/2015 

회계기준   연결 연결 회계기준   연결 연결 

CRNCY   KRW KRW CRNCY   DKK USD 

PX_LAST 2017-01-20 18,300  41,550  PX_LAST 2017-01-20 246.4  4.9  

시가총액(백만)   164,617  378,760  시가총액(백만)   76,384  202  

매출액(백만) 2014 6,148  27,332  매출액(백만) 2014 12,459  35.3  

  2015 6,640  32,457    2015 14,002  41.8  

  2016E N/A N/A   2016E 14,142  48.0  

영업이익(백만) 2014 1,392  9,433  영업이익(백만) 2014 3,297  (19.1) 

  2015 1,098  2,337    2015 4,047  (7.8) 

  2016E N/A N/A   2016E 3,906  (8.3) 

EBITDA(백만) 2014 1,484  10,716  EBITDA(백만) 2014 4,163  (12.4) 

  2015 1,248  4,754    2015 5,000  (2.4) 

  2016E N/A N/A   2016E 4,920  1.1  

지배주주순이익(백만

) 

2014 2,182  7,563  지배주주순이익(백만) 2014 2,460  (19.1) 

  2015 1,211  2,066    2015 2,948  (7.6) 

  2016E N/A N/A   2016E 3,019  (4.8) 

EPS(원) 2013 29.0  N/A EPS(각국화폐) 2013 6.9  (1.1) 

  2014 395.0  889.0    2014 7.8  (0.5) 

  2015 161.0  236.0    2015 9.5  (0.2) 

  2016E N/A N/A   2016E 10.0  (0.1) 

PER(x) 2014   46.8  PER(x) 2014 32.1  N/A 

  2015 114.6  280.9    2015 35.8  N/A 

  2016E N/A N/A   2016E 24.0  N/A 

PBR(x) 2014   7.2  PBR(x) 2014 7.1  3.8  

  2015 5.5  7.4    2015 8.7  7.5  

  2016E N/A N/A   2016E 6.2  N/A 

EV/EBITDA(x) 2014 
 

32.6  EV/EBITDA(x) 2014 19.1  (5.8) 

  2015 124.1  126.7    2015 20.2  (61.8) 

  2016E N/A N/A   2016E 15.0  N/A 

EPS growth(%) 2014 1,262.1  N/A EPS growth(%) 2014 12.7  (53.7) 

  2015 (59.2) (73.5)   2015 21.9  (62.0) 

  2016E N/A N/A   2016E 4.6  (40.5) 

OP margin(%) 2014 22.6  34.5  OP margin(%) 2014 26.5  (54.1) 

  2015 16.5  7.2    2015 28.9  (18.6) 

  2016E N/A N/A   2016E 27.6  (17.3) 

ROE(%) 2014 36.3  N/A ROE(%) 2014 22.6  (56.3) 

  2015 6.2  3.1    2015 24.7  (30.8) 

  2016E N/A N/A   2016E 26.2  N/A 

Source: Bloomberg, Baro Research Center (Novozymes는 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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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커스(187420 KQ) 

3. 산업용 효소시장 개관 및 제품 소개  

 

전세계 효소시장의 규모는 약 12 조원 정도로 이중 34%를 산업용 효소가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효소시장은 영업중인 20~30 여개사 중 상위 3 개사가 

74%의 시장을 장악한 과점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국적 거대 화학회사가 

자회사나 사업부 운영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1 년 

듀퐁(DuPont)이 다니스코(Danisco)사를 63 억 USD 에 인수하면서 다니스코의 

자회사인 제넨코 (Genencor)가 듀퐁에 피인수됐고 2013 년에는 바스프(BASF)가 

효소전문 개발사인 베레니엄(Verenium)을 6200 만 USD 에 인수하는 등, 최근 

20 년 간 글로벌 화학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효소회사들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인수를 통해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효소를 독점, 최종제품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단독적인 개발 역량을 갖춘 회사는 많지 

않은 상태다.  

 

 

 

Exhibit. 세계 효소시장 규모  Exhibit 20. 산업용 효소시장 점유율 

 

 

 
Source: BCC research(2014),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Source: Novozymes(2014),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카탈레이스, 과산화수소 분해효소로 반도체 공정 폐수처리에 사용 
 

제노포커스의 현재 주력 제품은 카탈레이스와 락테이스다.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H2O2) 분해에 사용되는 효소로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에 사용되고 있다. 과산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식각공정 후 세척에 

사용되는 물질로 카탈레이스에 의해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동사제품은 반도체 

폐수처리용으로 맞춤개발된 효소로 타사제품 대비 높은 열안정성과 pH 안정성을 

갖는다. 

 

현재 글로벌 1 위의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 중이며 타 반도체 제조사에도 납품을 

타진 중이다. 낸드 플래시 수요확대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상황은 긍정적이다. 기 공급 고객사도 2017 년 2 분기 3D 낸드 플래시 제품 

출하를 목적으로 신규공장을 시험 가동중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주 사용처로 추정되는 고객사의 생산공장이 2014 년 5 월부터 본격 

가동되었지만 동사 매출의 변동성은 다소 높은 상태다. 2016 년 동 제품 

매출감소의 원인은 고객사의 동 제품 재고소진과 공장 가동 초기여서 

카탈레이스 사용량 최적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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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반도체 폐수 중 H2O2 처리 과정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Exhibit. 싞규개발 카탈레이스  Exhibit. KatalaseTMS 350L 열안정성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락테이스, 프리미엄 프리바이오틱스 GOS 생산용 효소 
 

동사가 시판하고 있는 락테이스는 유전자 개량을 통해 올리고당의 일종인 

GOS 합성력을 증가시킨 효소다. 동 제품은 일본의 아마노 사에 이어 동사가 

세계에서 2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 2015 년 9 월 5 년 간 최소의무구매 167 억 

규모의 공급계약을 수주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다. 2016 년 9 월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 중이다. 동 고객사 외 2 개의 공급처에 제품을 공급 

중이며 3 개사와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2016 년 

3 분기에 이미 2015 년 연간의 락테이스 매출을 넘어섰다. 2016 년 연간으로는 

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갈락토올리고당(GOS, galactooligosaccharide)은 올리고당의 한 종류로 모유에 

존재하는 성분이다. 올리고당은 면역증강 및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고급분유의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다. 주로 쓰이던 

것은 프락토올리고당(FOS, fructooligosaccharide)이었는데 최근 GOS 첨가량이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FOS 대비 유산균 증식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노에서 1990 년대 중반 락테이스를 개량해 GOS 를 

생산하는 효소 생산에 성공했지만 식품원료 생산업체인 도모(DOMO)가 이를 

독점공급받아 GOS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 동 제품의 잠재수요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동사 역시 미국의 대형 식품회사인 L 사의 의뢰로 

개발을 시작했으며 현재 L 사 포함 3 개 회사에 제품을 공급중이다. 학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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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커스(187420 KQ) 

등 홍보활동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 개 사로부터 계약 요청을 받아 

계약여부를 논의 중이다. 

 

 

 

Exhibit. GOS 첨가 분유의 유산균 증식효과  Exhibit. GOS 제조용 락테이스 수요 전망 

 

 

 
Source: DOMO, Baro Research Center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라이페이스, 의약품 제조공정을 대체 
 

2017 년 초도 매출이 기대되는 라이페이스는 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사용된다. 

2008 년 NDA 체결 이후 2014 년 하반기까지 생산공정 개발과 고객사 실생산 

적용시험이 완료된 상태이며 2016 년 생산공장이 대전에 완공됐다. 현재 공급자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며 2017 년 상반기까지 등록절차 및 생산테스트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초도물량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사의 라이페이스는 고객사의 

제조공정에 맞춰 설계된 제품으로 경쟁제품 대비 20% 이상 높은 활성도를 

가지며 생산성도 높다.  

 

 

 

Exhibit. 효소합성법 전환시 효과  Exhibit. 원료의약품 제조용 라이페이스 개발경과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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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2008. 11 글로벌 젗약사와 NDA 체결, 연구 본격 착수

2010. 5 시젗품 젗조 - 1차 시험 합격

2011~2013 생산수율 증대 및 대량 생산 공정 개발

2014. 5 ~ 6 중국 공장 설비 및 품질 관려 Audit (3차)

2014 하반기 시험 생산 및 고객사 실생산 적용 시험 통과

2016 대젂공장에서 시험 생산 및 고객사 실생산 적용 시험

2016 하반기 공급자 등록 젃차 진행중

2017 공급 개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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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및 핵심 플랫폼 기술 개관 

 

제노포커스의 강점은 플랫폼기술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맞춤효소를 제조하는 데 있다. 이것은 동사가 개발단계와 생산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방향성 유전자 

진화(directed evolution)기술은 목표한 특성이 나올 수 있도록 특정 성향의 

유전자 변이를 증가시키는 기술이고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술은 미생물의 

표면에 목표하는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만들어서 특성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들은 제품 개발단계의 효율을 증가시켜 준다. 생산단계의 

기술로는 바실러스와 곰팡이 등 산업용 효소발현에 주로 사용되는 미생물 

유전자 개량 및 배양기술을 갖췄다. 동사는 생산하는 단백질이 세포 외부로 

분비발현되도록 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세포 외 분비발현 기술은 분리/정제 

단계의 효율 및 비용을 절감시켜준다. 보통은 세포 내부에 단백질이 발현되기 

때문에 원하는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세포를 파쇄할 수 밖에 없으며 이때 

세포 내부의 다량의 단백질이 함께 밖으로 나와서 정제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산업용 효소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상위 3 개사는 산업용 

효소생산에 주로 이용되는 바실러스와 곰팡이에 대해 동 기술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동사 역시 동일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매출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동사는 규모가 작은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업의 지속적 확장성을 보유했다고 판단된다. 

 

 

 

Exhibit. 미생물 표면 디스플레이 기술  Exhibit. 세포 외 분비발현 기술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유사기업인 아미코젠과는 사업모델에서 차이가 있다. 아미코젠은 대장균을 

이용해 항생제 원료물질 생산용 효소들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세파계 

항생제 생산공정에 소요되는 효소제품군을 확장하면서 페니실린계 항생제 

원료물질 생산용 효소도 공급 중이다. 반면 제노포커스는 다양한 산업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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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커스(187420 KQ) 

 

 Exhibit. 아미코젠 매출구성 

 

 
 Source: Amicogen, Baro Research Center 

 

 

Exhibit. 세파계 항생제 원료의약품 생산용 효소공정  Exhibit. 아목시실린 생산용 효소공정 

 

 

 

Source: Amicogen, Baro Research Center  Source: Amicogen, Baro Research Center 

 

 

 

산업용 효소 생산에 효소개량이 중요핚 이유 
 

효소는 단백질 촉매다. 촉매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낮춰 

촉매 없이는 불가능한 화학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물질을 말한다. 촉매 

자체는 화학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후에도 동일한 성질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적으로는 화학물질이나 백금 같은 특정 원소들을 

사용하는데 세포 내에서는 효소가 이를 대신한다. 효소가 화학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이유다.  

 

단백질의 기능은 3 차원 구조가 결정한다. 구조가 붕괴되면 기능도 사라진다. 

그런데 이 3 차원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한 힘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온도, 

pH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최적 온도나 pH 범위가 아닐 경우, 효소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 생체는 체온이나 pH 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세포 내부에서 단백질이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효소를 산업적으로 이용해 공정을 대체하려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유전자 진화기술은 맞춤형 효소생산에 특히 중요 
 

일정 환경을 유지한다고 해도 산업 목적으로 효소를 활용하려고 할 때에는 

효소의 개량이 필요하다. 대체로 산업목적의 생산환경은 세포내 환경보다 

효소작용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적 생산환경에 보다 잘 

견디게 개량하거나, 산물의 수율을 높이거나, 산물의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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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지향적인, 유전자 돌연변이에 기반한 방향성 유전자 진화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일반적인 무작위 돌연변이로는 대상으로 하는 특성이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수 있기 때문이다.  

 

 

 

Exhibit. 효소의 기능  Exhibit. 효소개량의 필요성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Source: GenoFocus, Baro Research Center 

 

 

 

바이오레티놀, 주목핛 싞규 개발 제품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동사가 신규 개발중인 제품으로는 바이오레티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티놀은 비타민 A 의 일종으로 주름개선 및 피부노화 

방지 목적으로 화장품에 첨가되며 1.6 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되고 있으며 바스프(BASF), DSM 등의 글로벌 

화학회사가 주로 생산하고 있다. 생산공정 개발 및 최적화는 완료된 상태고 

제품개발 막바지 단계인 안정화 조성(formulation) 개발을 진행 중이다. 

생산설비가 확보되면 2018년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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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커스(187420 KQ) 

제노포커스(187420)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산기(십억원)  2013 2014 2015 2016F 
 

결산기(십억원)  2013 2014 2015 2016F 

유동자산  7.4  8.4  11.7  8.1  
 

매출액  2.4  6.1  6.6  6.6  

현금성자산  6.3  5.4  10.2  6.0  
 

증가율 (Y-Y,%)  19.9  155.8  8.0  (1.0) 

매출채권  0.7  2.4  0.7  1.1  
 

영업이익  0.2  1.4  1.1  1.2  

재고자산  0.3  0.3  0.4  0.5  
 

증가율 (Y-Y,%)  (43.3) 471.3  (21.1) 10.9  

비유동자산  1.6  8.6  18.8  24.1  
 

EBITDA  0.3  1.5  1.2  1.3  

투자자산  0.0  1.0  2.1  2.4  
 

영업외손익  (0.1) (0.0) 0.2  0.1  

유형자산  0.9  5.7  13.5  17.3  
 

순이자수익  (0.1) (0.1) 0.1  0.1  

무형자산  0.7  1.8  3.2  4.4  
 

외화관련손익  (0.0) 0.0  0.1  (0.1) 

자산총계  9.0  16.9  30.5  32.2  
 

지분법손익  0.0  0.0  0.0  0.0  

유동부채  0.9  3.5  0.6  0.7  
 

세전계속사업손익  0.2  1.4  1.3  1.3  

매입채무  0.0  0.2  0.4  0.3  
 

당기순이익  0.1  2.2  1.2  1.2  

유동성이자부채  0.7  3.0  0.0  0.0  
 

지배기업당기순이익  0.1  2.2  1.2  1.2  

비유동부채  5.8  3.8  0.1  0.1  
 

증가율 (Y-Y,%)  (47.1) 1,387.4  (44.5) 2.9  

비유동이자부채  5.5  3.5  0.0  0.0  
 

NOPLAT  0.2  1.0  1.0  1.1  

부채총계  6.6  7.3  0.7  0.9  
 

(+) Dep  0.1  0.1  0.1  0.1  

자본금  2.8  3.1  4.5  4.5  
 

(-) 운젂자본투자  0.7  1.7  (1.6) 0.4  

자본잉여금  3.9  8.6  25.9  26.1  
 

(-) Capex  0.2  4.7  8.1  4.1  

이익잉여금  (4.3) (2.1) (0.9) 0.3  
 

OpFCF  (0.7) (5.3) (5.4) (3.3) 

자본조정  (0.0) 0.1  0.3  0.4  
 

3 Yr CAGR & Margins 
   

자기주식  0.0  0.0  0.0  0.0  
 

매출액증가율(3Yr)  n/a n/a 49.0  39.9  

자본총계  2.4  9.7  29.8  31.4  
 

영업이익증가율(3Yr)  n/a n/a 36.8  71.0  

투하자본  2.2  10.8  19.6  25.3  
 

EBITDA증가율(3Yr)  n/a n/a 35.3  58.3  

순차입금  (0.2) 1.2  (10.2) (6.0) 
 

순이익증가율(3Yr)  n/a n/a 63.5  104.0  

ROA  2.6  16.8  5.1  4.0  
 

영업이익률(%)  10.1  22.6  16.5  18.5  

ROE  na 36.3  6.1  4.1  
 

EBITDA마진(%)  13.5  24.1  18.8  19.5  

ROIC  15.1  15.5  6.6  5.1  
 

순이익률 (%)  6.1  35.5  18.2  18.9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결산기(십억원)  2013 2014 2015 2016F 

 
결산기  2013 2014 2015 2016F 

영업현금  (0.4) (0.3) 2.9  1.3  
 

Per share Data  
    

당기순이익  0.1  2.2  1.2  1.2  
 

EPS  27  356  138  139  

자산상각비  0.1  0.1  0.1  0.1  
 

BPS  426  1,579  3,332  2,907  

운젂자본증감  (0.7) (1.9) 1.6  (0.5) 
 

DPS  0  0  0  0  

매출채권감소(증가)  (0.3) (1.7) 1.7  0.6  
 

Multiples(x,%)      

재고자산감소(증가)  (0.1) (0.0) (0.1) 0.2  
 

PER  n/a n/a 133.7  133.8  

매입채무증가(감소)  (0.1) 0.1  (0.1) (0.1) 
 

PBR  n/a n/a 5.5  6.4  

투자현금  (0.7) (5.6) (10.7) (8.3) 
 

EV/ EBITDA  (0.5) 0.8  124.1  125.9  

단기투자자산감소  0.0  0.0  (0.8) (2.8) 
 

배당수익율  0.0  0.0  0.0  n/a 

장기투자증권감소  0.0  (0.0) (0.0) (0.0) 
 

PCR  n/a n/a 106.9  109.9  

설비투자  (0.2) (4.7) (8.1) (4.1) 
 

PSR  n/a n/a 24.4  30.4  

유무형자산감소  (0.9) (1.4) (1.5) (1.2) 
 

재무건전성 (%)      

재무현금  6.8  4.9  12.0  0.2  
 

부채비율  282.8  75.3  2.5  2.7  

차입금증가  4.3  (0.1) (0.9) 0.0  
 

Net debt/Equity  n/a 12.1  n/a n/a 

자본증가  2.5  5.0  12.9  0.2  
 

Net debt/EBITDA  n/a 79.0  n/a n/a 

배당금지급  0.0  0.0  0.0  0.0  
 

유동비율  857.5  239.9  1,902.1  1,125.4  

현금 증감  5.6  (1.0) 4.0  (7.0) 
 

이자보상배율  3.1  23.9  n/a n/a 

총현금흐름(Gross CF)  0.3  1.6  1.5  1.8  
 

이자비용/매출액  4.2  2.5  0.3  n/a 

(-) 운젂자본증가(감소)  0.7  1.7  (1.6) 0.4  
 

자산구조      

(-) 설비투자  0.2  4.7  8.1  4.1  
 

투하자본(%)  25.6  62.8  61.5  75.1  

(+) 자산매각  (0.9) (1.4) (1.5) (1.2) 
 

현금+투자자산(%)  74.4  37.2  38.5  24.9  

Free Cash Flow  (1.5) (6.1) (6.5) (3.9) 
 

자본구조      

(-) 기타투자  0.0  0.0  0.0  0.0  
 

차입금(%)  72.3  40.3  0.0  0.0  

잉여현금  (1.5) (6.1) (6.5) (3.9) 
 

자기자본(%)  27.7  59.7  100.0  100.0  

Source: Company Data, Baro Research Center           Note: EPS는 완전희석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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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Rated 

Target Price - 

현재주가 41,500 원 

목표수익률 - 

  

Key Data 2017 년 1 월 20 읷 

산업분류 제약 및 바이오 

KOSDAQ 622.12 

  

Trading Data 

시가총액 (십억원) 259.5  

발행주식수 (백만주) 6.3  

외국읶 지분율 (%) 3.5  

52 주 고가 (원) 63,900  

52 주 저가 (원) 31,800  

60 읷 읷평균거래대금 (십억원) 1.0  

  

주요주주 (%) 

최호읷 외 7읶 12.0  

에스브이읶베스트먼트(주) 8.8  

  
 

Performance 

 
 

펩트론 (087010 KQ) 
지속형 당뇨치료제 해외임상 자체 진행 준비 중 

 

서방형 제형기술로 지속형 당뇨치료제 임상 진행 중 

 분무건조기술을 개선해 서방형 제형기술로 사용함으로써 지속성을 

높인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 

 기술력 입증: 1개월 지속형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에 적용. 2013년 

매출 100억 돌파, 2014년 오리지널 제품 매출 추월. 82명의 전립선

암 환자 대상 임상 4상 결과 오리지널과 유사한 효과와 안정성 확인 

 수술용 실의 재료로 사용되어 온 PLGA를 약효물질 운반체로 사용. 

PLGA는 체내서 분해되는 고분자.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약효물

질에 영향이 거의 없어 임상과정 간소화 가능. 임상비용 감소 요인 

 

당뇨병 치료제 임상 자체진행 결정은 파이프라읶 가치 증대에 기여 

 GLP-1 유사체 엑세나타이드의 2주형 및 1개월형 신약 임상을 자체진

행 결정. 약효물질에 영향 적어 임상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들 것이

라는 조사결과 확보했기 때문 

 당뇨치료제 임상대행 1위 기업인 미국의 프로필사와 계약 체결 

 2016년 4월 21일 3자배정 유상증자로 380억 자금 확보 

 임상용 의약품 생산을 위한 공장건설 추진. 2017년 1월 10일 오송 

부지매입 완료. 연내 공장완공 목표 

 공장완공 이후 2주형 국내 3상, 해외 2상, 1개월형 해외 1상 혹은 

1/2상 진행 계획. 2주형의 경우 국내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

기 때문에 해외 임상 2상 결과에 긍정적 

 

서방형 제제기술의 확장성에 입각, 중장기적 관심 권고 

 기존의 널리 사용되던 에멀전 방식의 단점을 극복했기 때문에 지속

형 제제 파이프라인 확대에 유리.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원하는 

오리지널사와 협업을 통해 비용과 수익 공유도 가능 

 다만 현재 준비 중인 파이프라인의 본격적 임상 진행은 2018년 이후

가 될 전망. 중장기적 관점 권고 

 말단비대증 치료제: 해외 생동성 준비 중. 2018년 임상돌입 전망 

 파킨슨병 치료제: GLP-1의 다른 적응증. 2주형 국내 2상 실시 승인 

 1개월형 인슐린: 전임상 중 
 

Financial and Valuation Summary 

 

Fiscal Year 2013 2014 20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매출액 (십억원) 3.1  2.5  2.8  0.4  0.9  0.7  0.7  0.8  0.8  

증감률 YoY (%) 0.1  (20.0) 13.2  N/A 0.7  58.3  (14.8) 78.6  (10.8) 

영업이익 (십억원) (1.9) (2.6) (2.9) (0.8) (0.8) (0.8) (0.9) (0.8) (0.8) 

영업이익률 (%) (62.4) (105.1) (101.3) (180.4) (85.6) (121.7) (124.4) (103.2) (102.5) 

순이익 (십억원) (2.1) (3.0) (2.7) (0.8) (0.7) (0.8) (0.8) (0.8) (0.7) 

EPS (원) N/A N/A (473.3) N/A (129.3) (128.4) (139.7) (128.2) (120.5) 

EPS 증감률 (%) N/A N/A 적젂 N/A 적젂 적젂 적젂 적젂 적지 

P/E (x) N/A N/A N/A N/A N/A N/A N/A N/A N/A 

EV/EBITDA (x) (5.4) 1.4  (170.5) N/A N/A N/A N/A N/A N/A 

ROE (%) (409.9) (213.8) (22.4) N/A (6.1) (4.3) (4.9) (2.1) (1.4) 

P/B (x) N/A N/A 23.0  N/A 17.37 25.47 22.14 6.71 6.48 

Source: Dataguide,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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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성 당뇨병 치료제 임상 자체진행을 위한 준비 
순조롭게 진행 중 

 

펩트론은 분무건조기술을 개량해 서방형 제제기술로 활용, 지속형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 현재 1 주형만 출시되어 있는 당뇨치료제 GLP-

1 에 동 기술을 적용, 2 주형과 1 개월형의 신약을 개발 중이다. 2 주형은 

유한양행과 함께 국내 임상 2 상을 성공적으로 종료했고 국내 2 상과 해외 

2 상을 준비 중이다. 1 개월형은 해외 임상을 준비 중이다. 동 기술은 

약효물질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임상 간소화도 가능해서 1 상을 

건너뛰거나 1/2상의 형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동사가 지속성 당뇨치료제의 약효물질로 사용하는 원료는 엑세나타이드로 

물질특허가 만료된, 기 판매되던 제품이다. 따라서 해외 임상비용도 국내 

임상의 2 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을 자체진행 하기로 

결정하여 동 파이프라인들의 가치증가가 예상된다. GLP-1 의 시장규모는 미국, 

유럽 5 개국, 일본 시장규모만 2014 년 41 억 USD 규모에서 2023 년 89 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hibit. 스마트데포: 분무건조를 이용한 서방형제제 기술  Exhibit. 당뇨치료제 시장전망 

 

 

 

Source: PEPTRON, Baro Research Center  Source: PEPTRON, Baro Research Center 

 

 

자체 임상진행을 위해 2016 년 부터 세 가지를 준비했다. 첫째, 자금마련을 

위해 3 자배정 유상증자를 실행, 총 380 억원을 마련했다. 2016 년 4 월에 

결정됐으며 1:1 전환비율의 전환우선주 658,577 주를 발행했다. 당시 

발행주식의 10% 수준이었다. 둘째, 안정적인 임상진행을 위해 당뇨병 치료제 

임상수탁연구(CRO) 1 위 기업인 프로필사와 임상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동사의 

당뇨병 치료제 파이프라인 전체를 대상으로 임상진행에 대해 논의 중이다. 

셋째, 임상시료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다.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공장부지를 마련했다. 총 25 억원을 지불하고 2017 년 1 월 

양수를 마무리했다. 연내 공장을 완공하여 2018 년부터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0

5

10

15

20

25

30

35

40

45

2014 2023

(USD bn)
GLP-1 agonists

GLP-1+long-acting Insulins

Long-acting Insulins

Fast-acting/pre-mix Insulins

DPP-4+SGLT-2 Inhibitors

기타

SGLT-2 Inhibitors

DPP-4 Inhibitors



 

 

 

 

19 

 

펩트론(087010 KQ) 

 

임상진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아있으나 당뇨치료제 

개발 동향이 제품 지속기간을 늘리는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1 개월 

제형의 제품은 출시된 바 없어 동사에 대한 중장기적 관심은 유효하다고 본다. 

또한 동사의 제형기술은 확장성이 넓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속형 

제품으로 포트폴리오 확장을 원하는 오리지널 사들과 공동연구 체결 등이 

가능하다. 임상결과 발표 등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인지도가 더욱 제고된다면 그 

가능성 역시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hibit. 파이프라읶 현황 

 현황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 

2018 

상반기 

2018 

하반기 

2019 

상반기 

2019 

하반기 

말단비대증 치료제 제네릭, 1개월형 해외 생동성 임상 준비 중 설비구축 임상진행 제품출시 

GLP-1계열 당뇨병 치료제, 2주형  국내, 3상 준비 중 공장건설 임상돌입   

 해외, 2상 준비 중 공장건설 임상돌입   

GLP-1계열 당뇨병/비만 치료제, 1개월형 해외, 1상 또는 1/2상 준비 중 공장건설 임상돌입   

GLP-1계열, 파킨슨병 적응증, 2주형  국내 2상 준비 중  공장건설     

읶슐릮, 1개월형 젂임상 중  파트너탐색     

젂립선암 치료제, Goserelin, 1개월형 제형 개발 중       

Source: PEPTRON, Baro Research Center 

 
 
 

Exhibit. 영업성과 추이  Exhibit. 지분구조 

 

 

 
Source: PEPTRON, Baro Research Center  Source: PEPTRON,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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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er data 
 

          (단위: 백만, 주가제외) 

    펩트론 한미약품 알테오젠 OPKO  Health 

Ticker   087010 KS Equity 128940 KS Equity 196170 KS Equity OPK US Equity 

EQY_FISCAL_YR_END   12/2015 12/2015 12/2015 12/2015 

회계기준   연결 연결 연결 연결 

CRNCY   KRW KRW KRW USD 

PX_LAST 2017-01-20 41,500  300,500  29,900  8.6  

시가총액(백만)   259,499  3,135,751  186,865  4,817  

매출액 2014 2,484  761,280  7,043  91  

  2015 2,812  1,317,535  4,727  492  

  2016E   989,436    1,247  

영업이익 2014 (2,609) 34,452  724  (109.3) 

  2015 (2,850) 211,800  124  (84.1) 

  2016E   75,489    (47.7) 

EBITDA 2014 (2,031) 59,844  891  (94.4) 

  2015 (2,252) 261,931  338  (41.8) 

  2016E   121,563    22.9  

지배주주순이익 2014 (3,046) 35,510  931  (154.9) 

  2015 (2,730) 154,443  1,208  (105.0) 

  2016E   89,658    (42.5) 

EPS 2013 (633) 4,725  694  (0.4) 

  2014 (864) 3,608  228  (0.4) 

  2015 (505) 14,830  206  (0.2) 

  2016E   8,788    (0.1) 

PER(x) 2014   27.7  110.3    

  2015   49.1  192.7    

  2016E   34.2      

PBR(x) 2014   1.9  3.9  5.1  

  2015 23.4  11.0  6.1  2.8  

  2016E   4.3      

EV/EBITDA(x) 2014   18.7  132.2  (46.3) 

  2015 (170.5) 28.9  652.5  (127.8) 

  2016E   26.1    204.9  

EPS growth(%) 2014 36.5  (23.6) (67.1) (6.2) 

  2015 (41.6) 311.0  (9.6) (41.9) 

  2016E   (40.7)   (64.7) 

OP margin(%) 2014 (105.1) 4.5  10.3  (27.0) 

  2015 (101.3) 16.1  2.6  (35.9) 

  2016E   7.6    (32.1) 

ROE(%) 2014 (63.4) 7.6  4.4  (20.0) 

  2015 (23.4) 25.7  3.3  (2.1) 

  2016E   11.9    (2.3) 

           Source: Bloomberg,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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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트론(087010 KQ) 

3.펩트론 서방형제제 기술, 스마트 데포 

 

포읶트는 초음파노즐과 아세트산 용매 
 

분사건조 방식은 미립구 제조기술의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물질을 노즐로 분사, 

이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방식이다. 식품산업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제약업계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미립구의 크기를 제어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립구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확산되는 약물의 농도 역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약동학적 특성의 재현이나 통제가 불가능하다. 동사는 

분사건조기기에 초음파노즐을 장착하여 미립구의 크기조절을 가능케했다. 동 

기술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미립구에 사용되는 물질은 PLGA(poly lactic-co-glycolic acid)다. 생분해성 

고분자로 인체에 무해하며 분해되는 수술용 실 등의 재료로 널리 사용 중인 

재료다. PLGA 와 약효물질을 섞어 미립구로 만들면 PLGA 가 분해되면서 

원료의약품이 천천히 확산되어 약효가 지속되는 원리다. PLGA 는 조성에 따라 

분해속도가 조절되므로 지속성 의약품의 지속기간 조절에 유리하다. PLGA 는 

PLA(poly-lactic acid)와 PGA(poly-glycolic acid)가 중합되어 만들어지는데 

PLA의 비율이 높을수록 분해가 안되서 지속성이 증가한다.  

 

동사 기술이 의약품 제형기술로 쓰이기 적합한 또 다른 특징은 유기용매 대신 

아세트산 용매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겠지만, 기존의 

미립구 제조방식으로 널리 사용되는 에멀젼 방식은 섞이지 않는 서로 다른 

성질의 용액이 필요하다. 용매로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분사건조 방식은 운반체와 약효물질을 동일 용매에 녹여 

균일하게 섞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히려 동일한 성질의 용매를 사용해야 한다. 

동사가 용매로 사용하는 물질은 아세트산으로 흔히 빙초산으로 불리는 

물질이다. 산성이 강하지만 미립구에 잔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유기용매 

대비 독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Exhibit. 스마트데포: 용매로 아세트산 사용  Exhibit. PLGA 

 

 

 

Source: PEPTRON, Baro Research Center  Source: Kang M. et al,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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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멀전 방식의 단점 
 

미립구 제조에 널리 쓰이던 기존 방식은 에멀전(emulsion)방식이다.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을 물리적인 힘으로 섞으면 한 물질 안에서 다른 물질이 미립구를 

형성한다. 이것을 에멀전 상태라 부른다. 타케다 사가 가진 이중 에멀전 

기술을 예로 들면, 유기용매에 용해시킨 PLGA 와 물에 녹인 약효물질을 섞어 

1 차 에멀전을 만든다. PLGA 용액에 약효물질이 에멀전 형태를 이룬다. 이를 

PVA(Poly-vinyl alcohol)가 첨가된 물과 한번 더 섞어 이 용액 안에서 PLGA 와 

약효물질이 2 차 에멀전 상태가 되도록 유도한 후 유기용매를 증발시킨다. 이후 

약효물질과 운반체인 PLGA가 결합한 미립구를 동결건조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미립구의 크기나 미립구 내 약효물질의 균일 분포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진동이나 고속교반을 통해 물질들을 섞어줄 때 용액 전체에 균질한 

힘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크기와 균일도가 일정 범위 내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약동학적 특성의 재현성이 떨어져서 임상 성공 확률도 낮아지게 된다. 

상업적 대량생산 공정에 동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다케다와 노바티스 등 

소수의 기업만이 성공한 이유다.  

 

성공적 제품 출시로 기술의 안정성 입증  
 

스마트 데포를 적용해 제조하는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루피어 데포(LUPHERE 

DEPOT)가 상업적으로 성공함으로써 동 기술의 상업규모 생산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마쳤다. 루피어 데포는 대웅제약이 판매하고 있으며 2013 년 매출 

106 억원을 기록하고 2014 년에는 150 억의 매출을 기록하며 오리지널 매출을 

뛰어넘었다. 동사는 스마트데포를 대웅제약에 기술이전하여 현재 순 매출액의 

수 퍼센트에 해당하는 러닝로열티를 수령하고 있다. 

 

 

 

Exhibit 19. 이중 에멀전 제조법  Exhibit 20. 루피어 데포 매출추이 

 

 

 
Source: Lu W. et al, Baro Research Center  Source: PEPTRON,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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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트론(087010 KQ) 

펩트론(087010)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산기(십억원)  2013 2014 2015 2016F 
 

결산기(십억원)  2013 2014 2015 2016F 

유동자산  0.8  5.5  14.8  51.1  
 

매출액  3.1  2.5  2.8  3.0  

현금성자산  0.6  5.2  14.3  50.3  
 

증가율 (Y-Y,%)  0.1  (20.0) 13.2  6.9  

매출채권  0.1  0.1  0.3  0.3  
 

영업이익  (1.9) (2.6) (2.9) (3.2) 

재고자산  0.0  0.1  0.0  0.2  
 

증가율 (Y-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비유동자산  5.9  6.1  6.8  7.1  
 

EBITDA  (1.4) (2.0) (2.3) (2.6) 

투자자산  0.0  0.1  0.9  0.5  
 

영업외손익  (0.1) (0.5) 0.1  0.3  

유형자산  4.4  4.7  4.7  5.4  
 

순이자수익  (0.7) (0.5) (0.0) 0.2  

무형자산  1.4  1.3  1.2  1.2  
 

외화관련손익  0.0  0.0  (0.0) (0.2) 

자산총계  6.7  11.6  21.7  58.2  
 

지분법손익  0.0  0.0  0.0  0.0  

유동부채  6.6  0.8  2.9  0.9  
 

세전계속사업손익  (2.1) (3.1) (2.8) (2.9) 

매입채무  1.1  0.5  0.5  0.5  
 

당기순이익  (2.1) (3.0) (2.7) (3.0) 

유동성이자부채  5.2  0.1  2.2  0.0  
 

지배기업당기순이익  (2.1) (3.0) (2.7) (3.0) 

비유동부채  4.4  3.6  1.5  4.0  
 

증가율 (Y-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비유동이자부채  2.8  2.2  0.0  2.0  
 

NOPLAT  (1.4) (1.9) (2.1) (2.3) 

부채총계  11.0  4.4  4.4  4.9  
 

(+) Dep  0.6  0.6  0.6  0.6  

자본금  1.8  2.8  3.3  3.7  
 

(-) 운젂자본투자  (0.6) 0.8  0.2  0.2  

자본잉여금  6.9  20.3  32.6  71.6  
 

(-) Capex  0.1  0.6  0.2  1.2  

이익잉여금  (13.3) (16.3) (18.9) (22.2) 
 

OpFCF  (0.3) (2.7) (1.9) (3.1) 

자본조정  0.3  0.3  0.3  0.3  
 

3 Yr CAGR & Margins 
   

자기주식  0.0  0.0  0.0  0.0  
 

매출액증가율(3Yr)  (2.5) (9.5) (3.2) (1.1) 

자본총계  (4.3) 7.2  17.2  53.4  
 

영업이익증가율(3Yr)  n/a n/a n/a n/a 

투하자본  3.0  4.3  5.1  5.1  
 

EBITDA증가율(3Yr)  n/a n/a n/a n/a 

순차입금  7.4  (2.9) (12.1) (48.3) 
 

순이익증가율(3Yr)  n/a n/a n/a n/a 

ROA  (18.3) (33.4) (16.4) (7.5) 
 

영업이익률(%)  (62.4) (105.1) (101.3) (107.5) 

ROE  na na (22.4) (8.5) 
 

EBITDA마진(%)  (44.3) (81.8) (80.1) (87.0) 

ROIC  (19.3) (51.6) (44.0) (45.9) 
 

순이익률 (%)  (66.4) (122.7) (97.1) (99.7)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결산기(십억원)  2013 2014 2015 2016F 

 
결산기  2013 2014 2015 2016F 

영업현금  (1.3) (2.9) (2.4) (2.3) 
 

Per share Data  
    

당기순이익  (2.1) (3.0) (2.7) (3.0) 
 

EPS  (657) (716) (473) (485) 

자산상각비  0.6  0.6  0.6  0.6  
 

BPS  (1,207) 1,269  2,650  7,220  

운젂자본증감  0.2  (1.0) (0.4) (0.1) 
 

DPS  0  0  0  0  

매출채권감소(증가)  0.5  0.0  (0.2) 0.0  
 

Multiples(x,%)      

재고자산감소(증가)  0.0  (0.1) 0.1  (0.2) 
 

PER  n/a n/a n/a n/a 

매입채무증가(감소)  0.1  0.1  (0.1) 0.2  
 

PBR  n/a n/a 25.5  5.9  

투자현금  (0.1) (4.8) (10.1) (34.9) 
 

EV/ EBITDA  (5.4) 1.4  (170.5) (82.6) 

단기투자자산감소  0.1  (4.0) (8.9) (33.4) 
 

배당수익율  0.0  0.0  0.0  n/a 

장기투자증권감소  (0.0) 0.0  0.0  0.0  
 

PCR  n/a n/a n/a n/a 

설비투자  (0.1) (0.6) (0.2) (1.2) 
 

PSR  n/a n/a 153.7  102.8  

유무형자산감소  (0.1) (0.1) (0.1) (0.1) 
 

재무건전성 (%)      

재무현금  (0.0) 8.1  12.6  39.1  
 

부채비율  (254.2) 61.2  25.7  9.1  

차입금증가  (0.0) 8.3  (0.1) 37.8  
 

Net debt/Equity  n/a n/a n/a n/a 

자본증가  0.0  0.0  12.7  1.5  
 

Net debt/EBITDA  n/a n/a n/a n/a 

배당금지급  0.0  0.0  0.0  0.0  
 

유동비율  12.4  672.4  509.7  5,799.4  

현금 증감  (1.4) 0.4  0.1  1.8  
 

이자보상배율  n/a n/a n/a 13.4  

총현금흐름(Gross CF)  (1.0) (1.7) (1.9) (2.2) 
 

이자비용/매출액  24.6  23.8  3.3  2.3  

(-) 운젂자본증가(감소)  (0.6) 0.8  0.2  0.2  
 

자산구조      

(-) 설비투자  0.1  0.6  0.2  1.2  
 

투하자본(%)  81.9  45.1  25.1  9.1  

(+) 자산매각  (0.1) (0.1) (0.1) (0.1) 
 

현금+투자자산(%)  18.1  54.9  74.9  90.9  

Free Cash Flow  (0.6) (3.2) (2.5) (3.6) 
 

자본구조      

(-) 기타투자  0.0  (0.0) 0.0  0.0  
 

차입금(%)  217.7  24.0  11.3  3.6  

잉여현금  (0.6) (3.2) (2.5) (3.6) 
 

자기자본(%)  (117.7) 76.0  88.7  96.4  

Source: Company Data, Baro Research Center           Note: EPS는 완전희석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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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Rated 

Target Price - 

현재주가 29,900 원 

목표수익률 - 

  

Key Data 2017 년 1 월 20 읷 

산업분류 제약 및 바이오 

KOSDAQ 622.12 

  

Trading Data 

시가총액 (십억원) 186.9  

발행주식수 (백만주) 6.2 

외국읶 지분율 (%) 5.9 

52 주 고가 (원) 49,500 

52 주 저가 (원) 26,750 

60 읷 읷평균거래대금 (십억원) 0.8 

  

주요주주 (%) 

박순재 외 5읶 28.7  

(주)솔리더스읶베스트먼트 8.2  

  
 

Performance 

 
 

알테오젠 (196170 KQ) 
지속형 성장호르몬 성읶대상 임상 2상 신청서 제출 

 

지속형 성장호르몬, 브라질 바이오시밀러, ADC 다음단계 임상 준비 중 

 단백질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중심 기업. 2014년 상장. 

항체바이오시밀러와 지속성 단백질의약품, ADC 개발 중 

 지속형 성장호르몬 임상 1상 성료. 경쟁제품 대비 투여량 최소가 장

점. 2016년 12월 성인대상 국내 임상 2상 신청서 제출. 소아대상 임

상은 다국가 대상 2상을 고려 중. 상반기 실시 예정 

 유방암 항체의약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성료. 다국가 임

상 3상 하반기 실시 예정. 임상용 의약품 생산을 위한 공장건설 및 

컨소시엄 준비 중 

 유방암/위암 ADC 전임상 성료. 2017년 국내 임상 1상 시작 계획 중 

 

단백질의약품 개발에 집중하는 연구 중심 기업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사업모델: 협력사는 단계별 기술료 형태로 

연구비용을 나눠 부담. 자국의 판권은 각자 소유. 나머지 국가는 공

동 판권소유. 안정적 연구개발 기반 마련 

 NexP: A1AT 단백질을 개량해 단백질의약품의 약효 지속시간을 늘리

는 연결체로 사용하는 기술 

 NexMab: 항체와 결합하는 약물의 개수와 위치가 조정 가능한 차세대 

ADC 기술 

 

임상 본격 돌입으로 이익은 감소 전망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브라질 독점공급권을 가진 5개사 중 하나인 

크리스탈리아로부터 개발을 의뢰받음. 동 매출로 연구중심의 기업임

에도 흑자를 시현해 왔음 

 임상 진전에 따라 중국 공장건설과 임상비용 증가로 적자전환 예상. 

수익가치보다 연구개발 가치가 큰 시점이므로 동사가치에 부정적인 

이슈로 보기 어려움 
 

Financial and Valuation Summary 

 

Fiscal Year 2013 2014 20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매출액 (십억원) 5.5  7.0  4.7  0.5  0.7  1.7  0.7  1.1  2.6  

증감률 YoY (%) 39.6  27.4  (32.9) N/A (61.6) 9.0  (61.5) 107.8  272.8  

영업이익 (십억원) 1.5  0.7  0.1  (0.7) (0.3) 0.6  (1.0) (1.4) (1.4) 

영업이익률 (%) 27.3  10.3  2.6  (121.0) (43.1) 32.9  (152.2) (124.3) (53.2) 

순이익 (십억원) 1.6  0.9  1.2  (0.5) 0.2  0.9  (0.6) (0.6) (1.1) 

EPS (원) N/A 166.9  206.3  (85.6) 27.1  144.5  (109.1) (96.2) (187.3) 

EPS 증감률 (%) N/A N/A 23.6  N/A N/A 흑젂 적젂 적지 적지 

P/E (x) N/A 142.4  185.7  N/A N/A N/A N/A N/A N/A 
EV/EBITDA (x) (3.5) 132.3  617.0  N/A N/A N/A N/A N/A N/A 

ROE (%) 32.6  4.4  3.2  N/A 0.4  2.2  (1.7) (1.5) (2.6) 

P/B (x) N/A 3.9  6.1  8.26 4.67 6.08 5.76 6.90 5.55 

Source: Dataguide,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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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파이프라읶 임상 순조롭게 진행 중 
 

알테오젠은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단백질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로 현재 항체 바이오시밀러, 지속형 의약품, 항체-약물 접합체(ADC)를 

개발 중이다. 인체 내 고농도로 존재하는 A1AT 라는 단백질을 개량해 연결체로 

사용함으로써 약효의 지속시간을 연장하는 NexP 기술과 항체의 특정부위에 

일정한 개수의 약물을 결합시키는 NexMab 기술이 동사가 보유한 플랫폼 

기술이다. 

 

동사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중 허셉틴이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2016 년 12 월 임상 1 상을 마쳤고 2017 년 하반기에 

다국가를 대상으로 임상 3 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사는 NexP 기술을 

적용하여 1 주형 성장호르몬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임상 1 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임상 2 상을 계획하고 있다. 성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6 년 12 월에 임상 2 상 신청을 마쳐 올 2017 년 

1 분기에서 2 분기 사이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대상 임상 2 상은 

다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상반기 실시를 계획 중이다. NexMab 를 

허셉틴에 적용한 유방암 및 위암용 ADC 는 전임상을 마쳤고 2017 년 연내에 

국내 임상 1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Exhibit. 지속형 성장호르몬 hGH-NexP 임상 1 상 결과  Exhibit. 타사 제품과의 투여량 비교 

 
*검은 점선 제외 모두 hGH-NexP, 각 그래프는 농도를 달리한 실험들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한편 동사는 브라질 정부로부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독점공급권을 획득한 

크리스탈리아 사의 의뢰로 2011 년부터 허셉틴을 공동으로 개발해오고 있다.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그간 동사는 연구개발 중심기업임에도 흑자를 

시현해왔다. 그러나 2017 년부터는 이익폭이 감소하거나 적자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단계 심화가 2017 년부터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에 바이오시밀러 임상시료 생산목적의 공장건설을 계획중이다. 

그러나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을 통해 연구비용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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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주요 파이프라읶 현황 

 현황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 

2018 

상반기 

2018 

하반기 

2019 

상반기 

2019 

하반기 

1주형 성장호르몬 hGH-NexP 성읶대상 국내임상 2상 싞청 2상 시작      

 소아대상 다국가임상 2상 싞청준비 2상시작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공장건설 3상 시작   

허셉틴 ADC, 유방암 및 위암 적응증 국내 임상 1상 싞청준비 중 1상 시작     

아읷리아 바이오시밀러  젂임상 1상 시작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Exhibit. 영업성과  Exhibit. 지분구조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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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er data 

 

               (단위: 백만, 주가제외) 

    알테오젠 레고켐바이오 한미약품 SeattleGenetics Immunogen OPKO  

Health 

Ascendis Pharma 

Ticker   196170 KS 

Equity 

141080 KS 

Equity 

128940 KS 

Equity 

SGEN US Equity IMGN US 

Equity 

OPK US 

Equity 

ASND US Equity 

EQY_FISCAL_YR_END   12/2015 12/2015 12/2015 12/2015 06/2016 12/2015 12/2015 

회계기준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CRNCY   KRW KRW KRW USD USD USD USD 

PX_LAST 2017-01-20 29,900  30,800  300,500  58.79  2.4  8.6  21.2  

시가총액(백만) 
 

186,865  306,189  3,135,751  8,322  212  4,817  688  

매출액 2014 7,043    761,280  287  86  91  19  

  2015 4,727  1,788  1,317,535  337  60  492  9  

  2016E     989,436  420  69  1,247  5  

영업이익 2014 724    34,452  (77) (54) (109)   

  2015 124  (8,049) 211,800  (121) (125) (84)   

  2016E     75,489  (135) (113) (48) (65) 

EBITDA 2014 891    59,844  (65) (49) (94)   

  2015 338  (7,654) 261,931  (106) (120) (42)   

  2016E     121,563  (116) (116) 23  (59) 

지배주주순이익 2014 931    35,510  (76) (61) (155)   

  2015 1,208  (8,237) 154,443  (120) (145) (105)   

  2016E     89,658  (130) (133) (43) (69) 

EPS 2013 694    4,725  (0.5) (0.8) (0.4)   

  2014 228    3,608  (0.6) (0.7) (0.4) (1.4) 

  2015 206  (1,067) 14,830  (0.9) (1.7) (0.2) (1.5) 

  2016E     8,788  (0.9) (1.5) (0.1) (2.8) 

PER(x) 2014 110.3    27.7          

  2015 192.7    49.1          

  2016E     34.2          

PBR(x) 2014 3.9    1.9  18.9  35.5  5.1    

  2015 6.1  5.2  11.0  9.1    2.8    

  2016E     4.3  12.4        

EV/EBITDA(x) 2014 132.2    18.7  (56.6) (19.9) (46.3)   

  2015 652.5  (28.4) 28.9  (52.8) (1.1) (127.8)   

  2016E     26.1  (67.0)   204.9  (8.7) 

EPS growth(%) 2014 (67.1)   (23.6) 21.6  (14.9) (6.2)   

  2015 (9.6)   311.0  50.0  135.3  (41.9) 8.5  

  2016E     (40.7) (1.2) (8.0) (64.7) 82.6  

OP margin(%) 2014 10.3    4.5  (27.0) (27.0) (27.0) (27.0) 

  2015 2.6  (450.0) 16.1  (35.9) (35.9) (35.9) (35.9) 

  2016E     7.6  (32.1) (32.1) (32.1) (32.1) 

ROE(%) 2014 4.4    7.6  (34.5) (109.6) (20.0)   

  2015 3.3    25.7  (26.9)   (2.1) 103.8  

  2016E     11.9  (16.7) 1,150.9  (2.3) (92.9) 

Source: Bloomberg,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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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단백질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중심 기업, 알테오젠  

 

NexP, 의약품 지속기간 연장  
 

지속성 의약품은 기존 의약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시장을 형성하면서 

성장해 갈 확률이 크다. 항암보조제로 쓰이는 단백질의약품인 G-CSF 의 사례를 

보면 지속형 제품인 뉴라스타(Neulasta) 출시 전에는 기존 제품인 뉴포젠 

(Neupogen)의 시장이 잠식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로는 일부 매출만이 

감소하고 약 4 배 정도의 규모로 뉴라스타의 시장이 추가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약효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의약품의 지속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체내 농도가 약효범위 내에서 

더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체내 농도는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농도가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고 높으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알테오젠이 선택한 방법은 약효물질과 다른 

물질을 결합해 크기를 키움으로써 체내 잔류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물질의 

크기가 커지면 신장 등에서 배설되기가 어려워 더 많은 양이 체내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Exhibit. Neulasta 출시 후 G-CSF 시장추이 변화  Exhibit. 지속형 의약품의 체내농도 그래프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동사가 선택한 연결체는 A1AT(alpha-1 antitrypsin)라고 하는 단백질이다. 

돌연변이로 인해 A1AT 의 생성량이 작아지면 알파-1 항 트립신 결핍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하는데 A1AT 를 혈액에서 분리, 동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한다.   

20 여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처방되어 왔기 때문에 동 단백질을 연결체로 

사용하는데 안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70kg 환자에 4.2g 을 주당 

1~2 회 빈도로 투여해도 동 단백질에 대한 면역반응이 관찰된 바 없어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다.  

 

동사는 A1AT 를 연결체로 사용하기 위해 두 가지를 개량했다. 첫째는 당사슬을 

추가시켜 동 단백질의 체내 존재기간을 늘렸다. 두번째는 아미노산을 치환하여 

A1AT 단백질이 가진 활성을 낮췄다. 활성이 존재하면 그로 인해 연결체로서의 

역할 외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 가지 개량 효과는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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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개량형 A1AT 체내 농도변화  Exhibit. 개량형 A1AT 의 기능 약화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한편 동사는 지속형 인슐린 hGH-NexP 외에도 혈우병치료제인 FVIIa 에 NexP 

기술을 적용시킨 지속성 FVIIa-NexP 를 개발 중이다. 혈우병은 혈액 응고과정에 

작용하는 효소의 결핍으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질환이다. FVIIa 는 FVIII 및 

FIX 에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투약되며 현재 노보노디스크에서 

노보세븐이라는 이름으로 독점판매 중이다. 동사의 FVIIa-NexP 는 노보세븐 

대비 지속시간이 약 6 배 정도 길며 투약 후 48 시간까지 약효가 지속됐다. 

반면 노보세븐의 지속시간은 10 시간 정도였다. FVIIa-NexP 는 올해 전임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hibit. 노보세븐 매출추이 

 

 
 Source: Bloomberg,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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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FVIIa-NexP 혈중 농도 지속시간  Exhibit. 약효 지속성 비교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Source: Bloomberg, Baro Research Center 

 

 

 

NexMab, 약물 결합 위치와 개수 조절가능 
 

항체-약물접합체(ADC)의 개념은 1970 년대에부터 이미 구상된 바 있다. 약물을 

항체에 결합시킴으로써 항체가 가지는 선택성을 차용, 약효가 작용하는 대상을 

특정하겠다는 발상이다. 오랜기간 동안 다수의 프로젝트가 좌절되었다. 

제품으로 출시된건 2011 년 8 월 출시된 애드세트리스(Adcetris)와 2013 년 2 월 

출시된 캐사일라(kadcyla) 뿐이다. 초기의 ADC 기술들은 약물과 항체의 

결합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약물의 개수와 

결합 위치가 조절되지 않아 약효의 재현성이 불충분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사는 기존의 약물 접합에 사용됐던 시스테인 작용기가 

항체의 말단에 결합되도록 유전자를 개량했다. 여기에 금속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motif)를 추가함으로써 시스테인 작용기의 반응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아연이온과 같은 금속성 이온이 동 시스테인 

작용기와 함께 금속이온 결합부위에 결합하게 되기 때문에 시스테인에 약물이 

달라붙을 수 없다. 즉 약물과 단백질의 결합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사는 동 기술에 대해 특허를 등록한 상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개수의 약물을 항체와 결합시킬 수 있다. 금속이온 결합부위를 

포함한 시스테인 작용기의 유전자를 이어붙이면 어디든 동 부위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도 높다. 실제로 항체의 Fab 조각과의 결합도 가능하며 

여기에 약물을 붙이는 것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 기술을 이용해 동사는 허셉틴의 ADC 를 개발했고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캐사일라 역시 허셉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DC 다. 동사의 허셉틴 ADC 인 ALT-

P7 이 캐사일라 대비 우월한 점은 투약을 중지한 이후에도 암세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동사는 ALT-P7 임상을 위암 적응증으로도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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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NexMab 특징  Exhibit. NexMab 확장성 

 
*빨갂 사각형이 알테오젠의 NexMab 

붉은 점: 항암약물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Exhibit. 캐사읷라 매출추이  Exhibit. 알테오젠의 허셉틴 ADC, ALT-P7 효능비교 

 

 

 
Source: Roche, Baro Research Center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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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세이제약과 아읷리아 바이오시밀러 공동개발 중  
 

알테오젠은 일본의 키세이제약과 공동개발의 형태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다. 아일리아는 황반변성(wAMD) 치료제로 출시된 

항체기반 재조합 단백질로 2016 년 3 분기 누적 38 억 USD 의 매출을 올린바 

있다. 물질특허는 일본과 중국에서 2021 년, 한국에서는 2023 년, 미국에서 

2025 년 만료되나 제형특허는 2027 년~2030 년까지 유지된다. 동사는 자체 

조성을 개발해 제형특허를 회피할 수 있다. 키세이제약과의 제휴를 통해 

2021년 일본과 중국에 먼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알테오젠과 키세이제약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자국 판권은 각 사의 

소유로 하고 그 외 지역의 판권은 공동소유하게 된다. 키세이제약은 연구비의 

일정부분을 마일스톤의 형태로 알테오젠에 지급한다. 또한 알테오젠은 

키세이제약에 대한 원료공급권을 가지고 있다. 동사는 이를 위해 중국에 신규 

공장 건설을 타진하고 있다.  

 

 

 

Exhibit.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망  Exhibit. 아읷리아 매출 추이 

 

 

 
Source: Alteogen, Frost&sulivan, Baro Research Center  Source: Bloomberg, Baro Research Center 

 

 

 

Exhibit. 아읷리아 개발 목표 

 
Source: Alteogen,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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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Visit Note 

알테오젠(196170)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산기(십억원)  2013 2014 2015 2016F 
 

결산기(십억원)  2013 2014 2015 2016F 

유동자산  7.6  25.2  26.7  33.0  
 

매출액  5.5  7.0  4.7  5.4  

현금성자산  7.0  23.3  26.0  31.7  
 

증가율 (Y-Y,%)  39.6  27.4  (32.9) 13.5  

매출채권  0.3  1.5  0.0  0.4  
 

영업이익  1.5  0.7  0.1  (3.7) 

재고자산  0.0  0.0  0.0  0.1  
 

증가율 (Y-Y,%)  (9.0) (52.1) (82.9) 적전 

비유동자산  0.7  12.8  12.7  15.2  
 

EBITDA  1.6  0.9  0.3  (3.3) 

투자자산  0.0  24.2  8.5  8.6  
 

영업외손익  0.1  0.0  0.9  1.0  

유형자산  0.6  0.5  4.1  4.9  
 

순이자수익  0.0  0.1  0.6  0.3  

무형자산  0.1  0.1  0.2  1.8  
 

외화관련손익  (0.0) (0.1) 0.3  0.2  

자산총계  8.3  38.0  39.4  48.2  
 

지분법손익  0.1  0.0  0.0  0.0  

유동부채  0.9  1.8  0.4  0.6  
 

세전계속사업손익  1.6  0.8  1.0  (2.7) 

매입채무  0.1  0.9  0.2  0.4  
 

당기순이익  1.6  0.9  1.2  (2.0) 

유동성이자부채  0.2  0.8  0.0  0.1  
 

지배기업당기순이익  1.6  0.9  1.2  (2.0) 

비유동부채  1.4  0.3  0.4  0.3  
 

증가율 (Y-Y,%)  12.0  (42.0) 29.8  적전 

비유동이자부채  1.1  0.0  0.0  0.0  
 

NOPLAT  1.5  0.5  0.1  (2.6) 

부채총계  2.3  2.1  0.8  1.0  
 

(+) Dep  0.1  0.2  0.2  0.4  

자본금  1.3  2.8  3.0  3.1  
 

(-) 운전자본투자  (0.7) 0.9  (0.5) 0.4  

자본잉여금  0.7  27.6  28.8  39.4  
 

(-) Capex  0.6  0.0  3.8  4.6  

이익잉여금  3.2  4.2  5.4  3.4  
 

OpFCF  1.8  (0.2) (3.0) (7.2) 

자본조정  0.8  1.3  1.4  1.3  
 

3 Yr CAGR & Margins 
   

자기주식  0.0  0.0  0.0  0.0  
 

매출액증가율(3Yr)  n/a n/a 6.1  (1.0) 

자본총계  6.0  35.8  38.6  47.2  
 

영업이익증가율(3Yr)  n/a n/a (57.9) n/a 

투하자본  0.4  13.3  12.6  15.6  
 

EBITDA증가율(3Yr)  n/a n/a (41.6) n/a 

순차입금  (5.7) (22.5) (26.0) (31.7) 
 

순이익증가율(3Yr)  n/a n/a (5.5) n/a 

ROA  22.9  4.0  3.1  (4.5) 
 

영업이익률(%)  27.3  10.3  2.6  (68.1) 

ROE  32.6  4.4  3.2  (4.6) 
 

EBITDA마진(%)  29.6  12.6  7.1  (60.8) 

ROIC  283.1  7.7  0.7  (18.8) 
 

순이익률 (%)  29.1  13.2  25.6  (36.7)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결산기(십억원)  2013 2014 2015 2016F 

 
결산기  2013 2014 2015 2016F 

영업현금  1.9  0.4  2.8  0.7  
 

Per share Data  
    

당기순이익  1.6  0.9  1.2  (2.0) 
 

EPS  598  167  206  (329) 

자산상각비  0.1  0.2  0.2  0.4  
 

BPS  1,987  6,113  6,529  7,584  

운젂자본증감  (0.2) (1.5) 1.5  (0.4) 
 

DPS  0  0  0  0  

매출채권감소(증가)  (0.3) (1.2) 1.5  0.2  
 

Multiples(x,%)      

재고자산감소(증가)  0.0  0.0  0.0  0.2  
 

PER  n/a 150.7  192.4  n/a 

매입채무증가(감소)  0.0  0.0  0.0  (0.7) 
 

PBR  n/a 4.1  6.1  3.9  

투자현금  (2.6) (20.1) (4.2) (5.6) 
 

EV/ EBITDA  (3.5) 132.3  617.0  (47.6) 

단기투자자산감소  (1.7) (8.0) 7.8  0.2  
 

배당수익율  0.0  0.0  0.0  n/a 

장기투자증권감소  0.0  0.0  0.0  0.0  
 

PCR  n/a 86.5  234.2  174.6  

설비투자  (0.6) (0.0) (3.8) (4.6) 
 

PSR  n/a 20.9  49.2  33.3  

유무형자산감소  (0.0) (0.0) (0.1) (0.1) 
 

재무건전성 (%)      

재무현금  0.3  28.1  (0.4) 0.3  
 

부채비율  37.7  6.0  2.2  2.1  

차입금증가  0.3  0.6  (0.6) 0.1  
 

Net debt/Equity  n/a n/a n/a n/a 

자본증가  0.0  27.4  0.0  0.0  
 

Net debt/EBITDA  n/a n/a n/a n/a 

배당금지급  0.0  0.0  0.0  0.0  
 

유동비율  859.3  1,377.9  6,450.8  5,184.8  

현금 증감  (0.3) 8.3  (1.6) 3.8  
 

이자보상배율  n/a n/a n/a 11.3  

총현금흐름(Gross CF)  2.1  1.7  1.0  1.0  
 

이자비용/매출액  2.1  1.4  0.1  n/a 

(-) 운젂자본증가(감소)  (0.7) 0.9  (0.5) 0.4  
 

자산구조      

(-) 설비투자  0.6  0.0  3.8  4.6  
 

투하자본(%)  5.1  21.8  26.8  27.8  

(+) 자산매각  (0.0) (0.0) (0.1) (0.1) 
 

현금+투자자산(%)  94.9  78.2  73.2  72.2  

Free Cash Flow  2.1  0.8  (2.4) (4.0) 
 

자본구조      

(-) 기타투자  0.0  0.0  0.0  0.0  
 

차입금(%)  18.4  2.1  0.1  0.1  

잉여현금  2.1  0.8  (2.4) (4.0) 
 

자기자본(%)  81.6  97.9  99.9  99.9  

Source: Company Data, Baro Research Center           Note: EPS는 완전희석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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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Price - 

현재주가 25,000 원 

목표수익률 - 

  

Key Data 2017 년 1 월 20 읷 

산업분류 제약 및 바이오 

KONEX - 

  

Trading Data 

시가총액 (십억원) 57.7 

발행주식수 (백만주) 2.3 

외국읶 지분율 (%) 0 

52 주 고가 (원 36,800 

52 주 저가 (원) 21,700 

60 읷 읷평균거래대금 (십억원)   - 

  

주요주주 (%) 

안성홖 외 1읶 32.0 

산은캐피탈 외 5읶 37.0 

  
 

 

 

 

지노믹트리 (228760 코넥스) 
대장암, 폐암, 방광암 조기진단 키트 개발중 

 

기업 및 산업개관, 주요제품 

 메틸 작용기(methyl group)가 붙어있는 DNA 특정부위를 바이오마커

로 활용, 암 조기진단용 시약 개발 중 

 메틸기의 존재여부에 따라 유전자 발현이 달라짐. 암환자와 일반인 

간 메틸화가 차이 나는 DNA 부위를 발굴, 바이오마커로 특허 등록 

 메틸기 차이는 암 초기나 전암 단계에서도 발생하므로 이를 이용해 

조기진단이 가능 

 동사는 바이오마커 발굴 전문기업으로 메틸화 발굴기술 i-MAGIC 보

유. 메틸화된 DNA 지역을 구분해 증폭하는 원천기술 LTE-qMSP보유. 

향후 제품라인 확대 기대 

 

1종 허가 획득, 추가로 3 종의 제품을 개발 중 

 혈액기반 대장암 진단키트 식약처 허가 및 신기술 인증 취득. 기술

역량 입증 

 대변기반 대장암 진단키트, 혈액기반 폐암 진단키트, 소변기반 방광

암진단키트 개발 중. 대장암 진단키트는 연내 허가완료 및 2018년 

초 제품출시 기대 

 동사의 대장암 진단키트 상업적 잠재력 낙관: 메틸화 마커로 대장암

을 진단하는 콜로가드. 2014년 4분기 미국 출시 이후 매분기 매출 

상승 중. 2014년 1.5 백만, 2015년 39.4백만, 2016년(F) 99백만 USD 

매출 기록 

 

 

 
 

Exhibit. 영업성과  Exhibit. 지분구성 

 

 

 

Source: Genomictree, Baro Research Center  Source: Genomictree,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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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Visit Note 

 

1. 지노믹트리, 후생유전학적 마커를 이용핚 암 조기진단 
키트 개발 중 

 

지노믹트리는 조기 암진단 키트를 개발 중인 회사다. 특정 암종 전체와 

관련도가 높고, 초기 암이나 전암단계에서도 발견되며, 후기암까지 일관되게 

구분되는 차이를 보여주는 질환 바이오마커(biomarker, 생체 상태를 유추할수 

있는 표지가 되는 지표)를 찾아 이를 이용한 조기 암진단이 목표다. 이를 위해 

후생유전학적 바이오마커인 메틸 작용기 (-CH3, methyl group, 작용기는 자체 

성질을 갖는 특정 화학물질 그룹을 지칭)를 이용, 암 조기진단 키트 3 종을 

개발 중이다.  

 

 

Exhibit. 지노믹트리  Exhibit. 메틸화로 읶핚 유전자 발현 억제 

 

 

 
Source: Genomictree, Baro Research Center  Source: Genomictree, Baro Research Center 

 

대장암, 폐암, 방광암 조기 진단 키트 3 종 개발 중 
 

동사는 현재 대장암, 폐암, 방광암을 각각 진단하는 3 종의 암 진단키트를 

개발 중이다. 개발속도는 대장암 진단키트가 가장 빠르다. 대장암 진단키트 

‘EarlyTect SDC2 methylation’은 대변기반 검사제품으로 2016 년 10 월에 

임상시험 실시허가를 받아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다. 통합심사를 통해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 인증을 함께 받을 예정이며 연내 결과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폐암 진단키트인 ‘EarlyTect PCDHGA12 methylation’은 혈액기반 

검사제품으로 2016 년 12 월 말에 임상시험 실시허가를 받았고 방광암 진단키트 

‘EarlyTect PENK methylation’은 소변기반 검사제품으로 2017 년 1 월 중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1 분기 내 임상을 시작해서 내 

년 중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hibit. 제품개발 현황 

 현황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 

2018 

상반기 

2018 

하반기 

2019 

상반기 

2019 

하반기 

대장암진단키트, 대변기반 국내 3등급 임상 진행 중  
임상종료 

제품허가 
출시   

폐암진단키트, 혈액기반 국내, 3등급 임상 실시 승읶 임상실시  임상종료, 제품허가   

방광암진단키트, 소변기반 국내, 3등급 임상 실시 싞청 임상실시  임상종료, 제품허가   

Source: Genomictree, Baro Research Center 

 

해외 진출은 선도제품인 대장암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크게 

유럽과 중국, 미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진출을 위한 CE-IVD 인증의 경우 

대장암 진단제품이 제일 빨라서 1 월 내로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폐암, 

방광암 진단제품 역시 CE-IVD 인증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에이전시와 

함께 진출 및 임상계획을 논의중이다.  

http://genomictree.com/ko/
http://genomictree.com/ko/
http://genomictree.com/ko/
http://genomictree.com/ko/
http://genomictree.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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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믹트리(228760 코넥스) 

2. 진단기술 소개 

 
메틸화와 후생유전학이란 

 
메틸화(methylation)는 후생유전학(epigenetic)적 유전자 발현조절 기작의 한 

종류다. 메틸 작용기(methyl group, 작용기는 자체 성질을 갖는 특정 화학물질 

그룹을 지칭)가 DNA 의 특정 지역에 결합하는 것을 메틸화라 부른다. 메틸화가 

되면 메틸의 크기와 성질 때문에 유전자 발현에 필요한 단백질이 DNA 와 결합에 

지장이 생긴다. 이로인해 유전자 발현이 억제된다. 이처럼 DNA 의 유전정보가 

바뀌지 않아도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후생유전학적 

변화라고 부른다. 후생유전학 연구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메틸화가 발생했을 때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메틸화 기반 암진단의 장점 
 

암환자의 DNA 에 정상인과는 다른 메틸화 패턴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알려지면서 

메틸화된 지역을 발굴해서 이를 바이오마커로 삼아 암 진단에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메틸기 바이오마커로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조기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바이오마커들과 달리 전암병변이나 조기암 

단계에서도 발견되고 이것이 후기 암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동사 역시 전암 단계의 조직에서 신데칸 2(SDC2) 유전자의 

발현조절부위에 비정상적인 메틸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이것을 

바이오마커로 진단키트를 개발하게 됐다. 제품으로 출시한 것 외에도 유방암, 

위암, 간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진단용 바이오마커의 특허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Exhibit. 후성유전학적 진단법의 장점  Exhibit. 메틸 작용기, -CH3와 DNA 의 메틸화 

 

 

 

Source: Genomictree, Baro Research Center  Source: Singal R. et al., , Baro Research Center 

 

 

 

메틸화 기반 출시제품 및 경쟁기업 
 

현재 상업화가 이루어진 제품으로는 미국의 이그젝트사이언시스 (Exact 

sciences)사의 콜로가드(cologuard)와 독일의 에피지노믹스(Epigenomics)사의 

에피 프로콜론(epi procolon)을 들 수 있다. 지노믹트리의 대장암 진단키트는 

에피 프로콜론 대비 민감도(양성검체를 양성으로 판별하는 능력)가 높으며, 

콜로가드 대비 특이도(음성검체를 음성으로 판별하는 능력)가 높고 소량의 

검체를 활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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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 이그젝트사이언시스와 에피지노믹스 주가추이  Exhibit. 콜로가드 매출추이 

 

 

 
Source: Bloomberg, Baro Research Center  Source: Exact sciences, Baro Research Center 

 

 

Exhibit. 이그젝트사이언시스 영업성과  Exhibit. 에피지노믹스 매출구성 

 

 

 
Source: Bloomberg, Baro Research Center  Source: Bloomberg, Baro Research Center 

 

 

 

Exhibit. 3 개사 제품비교 

회사명 국적 설립연도 검체 마커 민감도 특이도 읶허가 

에피지노믹스 독읷 1998 
혈액 

10mL 

Sepin9 메틸화 

3 reactions 

대장암 69% 

용종 

(> 1.0 cm) 

~20% 

79% 

CE-IVD/ 

중국허가 (2015) 

미국 FDA 허가 

(2016) 

지노믹트리 핚국 2001 
대변 

1g 

SDC2 메틸화 

2 reactions 

대장암 90% 

용종 

(< 1.0 cm) 

~40% 

89% 

핚국시약처 

3 등급 

임상시험 진행 중 

이그젝트 사이얶시스 미국 1995 
대변 

젂체 

 메틸화마커(NDRG4+BMP3) 

+KRAS7 mutation 

+FIT(면역화학잠혈검사) 

대장암 92% 

용종 

(> 1.0 cm) 

42% 

87% 
미국 FDA 허가 

(2014) 

 

Source: Genomictree,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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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믹트리(228760 코넥스) 

 

동사의 핵심기술 
 

동사는 메틸화된 DNA 부분을 바이오마커로 발굴하는 기술과 메틸화된 

DNA 부위만을 선별적으로 증폭해 진단제품으로서 사용할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메틸화 바이오마커 발굴에는 MeDIA 와 i-MAGIC 이 활용된다. 

MeDIA 는 메틸기 탐색기술로 메틸기와 결합하는 단백질조각(domain)에 자성을 

띄는 니켈비드를 결합, 메틸화가 많이 되어있는 DNA 지역을 자석을 이용해 

분리해내는 기술이다. i-MAGIC 은 MeDIA 와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한 유전자 

발현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질환자와 정상인 사이에서 메틸화 

패턴이 다른지를 확인하고 진단에 최적인 부위를 찾아내 바이오마커로 

발굴한다.  

 

LTE-qMSP 는 메틸화 DNA 를 선별적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이다. 바이설페이트 

(bisulfate)란 화학물질을 DNA 에 처리하면 메틸화가 되어있는 DNA 는 변성되지 

않는데 메틸화 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변성되어 염기서열이 달라지게 된다. 

변성되지 않은 DNA 부분만 선별적으로 양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신호가 

증가되도록 처리하면 일반인과 환자의 검체에서 다른 신호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진단에 활용하는 것이다. 메틸화 DNA 를 특이적으로 찾아내는 

프라이머에 대해 동사가 특허를 등록한 상태다. 

 

 

 

Exhibit. MeDIA, 메틸화 바이오마커 탐색기술  Exhibit. 메틸화를 선별하는 PCR 원리 

 

 

 

Source: Genomictree, Baro Research Center  Source: MGmed, Baro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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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읷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얶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핚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 작성읷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얶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자료 작성읷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얶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 자에게 사젂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핚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읶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핚 경우에도 어떠핚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젂송, 변형, 대여핛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싞뢰핛 만핚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젂성을 

보장핛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핚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핚 법적 책임소재에 대핚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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