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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02) 368-9514 

jykim@bookook.co.kr  
Buy(유지) 

목표주가: 88,000원 

지속적인 실적성장에 주목하다.  

현재가 (원) 70,500

액면가 (원) 500

자본금 (억원) 57

시가총액 (억원) 8,034

상장주식수 (만주) 1,139

외국인보유비중 (%) 6.35

60일 평균거래량 (주) 102,518
 

결산월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지배주주순이익 EPS PER EV/EBITDA PBR

12 월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원) (배) (배) (배)

2012 1,341 148 98 67 733 18.1 7.2 1.5 

2013 1,582 279 242 174 1,667 24.0 12.7 3.9 

2014 1,823 301 293 209 1,924 28.2 15.4 4.1 

2015E 2,229 416 419 315 2,770 25.5 17.0 4.5 

2016E 2,515 482 486 376 3,299 21.4 14.4 3.7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06억원(yoy, +22.3%), 영업 

이익 95억원(yoy, +39.6%) 

 

 

 

 

 

 

2015년 1분기 동사의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대비 22.3%, 39.6% 증가한 

506억원, 95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사업부문별로는 전문의약품 

사업부의 매출이 전년대비 약 22.3% 증가하였고 웰빙의약품 사업부 역시 전년대비 

34.6% 증가하며 고성장세를 시현했다. 또한 의료기기(필러)사업부는 전년대비 약 48%

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플라스틱주사제 및 국소마취제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매

출을 올렸다. 동사의 외형은 전 사업부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판단이다. 수익성의 경우 인력충원 등 판관비가 전년대비 약 4%p 증가했으나 생산확대

에 따른 원가율 개선(전년대비 약 6%p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 웰빙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고마진 제품의 내수부문 매출확대로 외형성장 대비 높은 

이익성장을 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1분기 실적  (단위 : 억원)

 

 

 

 

 

 

 

 1Q15 1Q14 YoY 4Q14 QoQ

매출액 506 414 +22.3% 504 +0.4%

영업이익 95 68 +39.6% 70 +35.4%

영업이익률(%) 18.8 16.4 +2.4%p 13.9 +4.9%p

세전이익 92 64 +44.5% 71 +29.6%

당기순이익 75 53 +39.6% 60 +25.2%

자료 : 휴온스, 부국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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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매출액 2,229억원(yoy, 

+17.9%) 영업이익 416억원 

(yoy, +19.0%) 예상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88,000원 

2015년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9%, 19.0% 증가한 

2,229억원, 41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문의약품 및 국소마취제가 안정

적인 매출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고마진 웰빙의약품 및 의료기기(필러, 화장품, 

보톡스 등) 부문의 급성장, 제천 신공장을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향 수탁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지난 3월부터 알콘사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스타시스의 

개량신약인 클레이셔 점안액 판매가 시작되면서 추가적인 외형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자

회사 휴메딕스와의 시너지도 긍정적이다. 점안제 카이닉스 및 미용성형용 필러 엘라비에 

등 히알루론산 소재의 제품군들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지

난 3월 휴메딕스가 생산한 필러가 중국에서 판매승인을 받았고 지난 4월부터 동사를 통

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신공장 건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반영 마

무리, 수직계열화에 따른 원가율이 절감되면서 외형성장 보다 더 큰 이익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는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88,000원으로 상향한다. 목

표주가는 88,000원은 2015년 및 2016년 예상실적기준에 밸류에이션 구간조정을 반영

(Forward 12개월 예상 EPS에 PER 30배를 적용)해 산정한 값으로 cGMP급 신공장을 

활용한 수탁매출 증가, 자회사들을 활용한 원가경쟁력 확보, 중국 피부 미용시장 진출(필

러) 등을 감안하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고마진 제품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Product Mix가 이뤄짐에 따라 지속적인 이익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 주가산정에 가장 중요한 프리미엄 요인은 휴온랜드를 통한 중국 점안제 시장 진출

로, 올해 하반기 2개 품목허가 및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내년 초 본격적

인 판매가 예상되는 만큼 해외부문에서의 실적성장이 기대된다. 따라서 동사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cGMP급 공장을 기반으로 중국 의약품 사업진출 및 해외수출 확대 

등 본격적인 성장의 틀을 마련한 만큼 꾸준한 성장스토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표 2] 2015년 분기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원)

  1QP 2QE 3QE 4QE 2015E

매 출 액 506 539 590 592 2,229 

영업이익 95 107 108 106 416 

세전이익 92 111 112 104 419 

지배주주순이익 60 88 87 80 315 

 자료 : 부국증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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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투자의견 구분 

Strong Buy (강력 매수) 

Buy (매수) 

Hold (보유) 

Reduce (비중축소) 

향후 6개월간 현재가 대비 50% 이상의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향후 6개월간 현재가 대비 20%~50% 이내의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향후 6개월간 현재가 대비 -10~2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향후 6개월간 현재가 대비 10% 이상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분석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전반적인 산업의 투자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예상될 때 

전반적인 산업의 투자비중에 대한 중립이 유효하다고 예상될 때 

전반적인 산업의 투자비중 축소가 유효하다고 예상될 때 

산업분석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변동 추이 

일  자 투자의견 목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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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2015년 05월 13일에 당사 홈페이지에 입력되었으며 그 이전에 기관투자자 및 특정인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기업의 주권 최초 상장과 관련하여 대표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

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김주용 

 본 조사자료의 목적은 고객의 투자를 유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

하는 자료에는 당부서의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