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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084110) 

 

BUY(Initiate) 
주가(10/30) 93,100원  

목표주가 120,000원 

동사는 전문의약품 및 국소마취제를 중

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cGMP급 공장을 활용한 수탁매

출 증가, 자회사들을 활용한 원가경쟁

력 확보, 중국 피부 미용시장 진출(필

러) 등 높은 실적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에 JV로 설립된 휴온랜드는 

중국시장에서의 높은 성장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목표주가 120,000원

과 투자의견 BUY를 제시하며 커버리

지를 개시한다. 

 

Stock Data 

KOSPI (10/30)  683.63pt 

시가총액   10,610억원 

52주 주가동향  최고가 최저가 

 120,900원 49,750원 

최고/최저가 대비 등락 -22.99% 87.14% 

주가수익률 절대 상대 

1M 3.6% 2.8% 

6M 38.1% 39.2% 

1Y 45.7% 18.9% 

   

Company Data 

발행주식수  11,396천주 

일평균 거래량(3M  83천주 

외국인 지분율  7.83% 

배당수익률(15.E)  0.43% 

BP(15.E)  15,712원 

주요 주주 윤성태 33.9% 

   

   

Pric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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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한 성장스토리 전개 
 

 북경 휴온랜드를 통해 중국시장 본격 

진출 

2012년 8월 중국 제약회사인 노스랜드사와 함께 합작법

인을 설립, 중국 의약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휴온랜

드는 중국에서 히알루론산을 원료로 하는 점안제와 안구

건조증 치료제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 중국 안과질환과 

관련된 시장은 약 100억위안(약1.7조원) 수준으로 연간 

평균 15% 성장. 중국 성장성 강화될수록 동사 이익의 

질 개선 전망. 

 

 자회사 수직계열화로 원가 경쟁력 확보 

휴메딕스, 휴니즈, 휴베나 등 자회사들의 성장강화로 연

결실적 증가 및 수익성 개선 지속. 자체적으로 의약품 

용기, 원료 등의 원활한 공급 가능,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상호간의 시너지 발생. 지난해 12월 상

장한 자회사 휴메딕스 기업가치도 재평가. 

 

 천연물, 바이오의약품 등 R&D Pipeline 

강화 

천연물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연구개발

을 진행.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개발 성과는 패혈

증치료제와 지방간치료제로 각각 임상2상 승인, 임상2상 

종료. 이 외에도 폼페병(희귀질환), 건선, 안구건조증, 보

톡스 등 바이오의약품 개발에도 역량 집중. 

 
투자지표, IFRS 연결 2013 2014 2015E 2016E 2017E 

매출액(억원) 1,582 1,823 2,240 2,671 3,189 

보고영업이익(억원) 279 301 429 519 620 

핵심영업이익(억원) 279 301 429 519 620 

EBITDA(억원) 368 407 519 609 714 

세전이익(억원) 242 293 421 550 709 

순이익(억원) 228 245 348 456 587 

지배주주지분순이익(억원) 174 209 297 405 522 

EPS(원) 1,667 1,924 2,613 3,555 4,578 

 증감율(%YoY) 127.4 15.4 35.8 36.1 28.8 

PER(배) 24.0 28.2 35.6 26.2 20.3 

PBR(배) 3.7 4.0 5.9 4.9 4.0 

EV/EBITDA(배) 16.0 17.0 23.2 18.8 15.7 

보고영업이익률(%) 17.7 16.5 19.2 19.4 19.4 

핵심영업이익률(%) 17.7 16.5 19.2 19.4 19.4 

ROE(%) 20.9 15.6 17.1 19.0 20.5 

순부채비율(%) 24.6 -13.4 -15.9 -19.1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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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 및 Valuation 

당사는 동사에 대해 목표주가 120,000원과 투자의견 Buy를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투자포인

트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노스랜드사와 합작한 북경 휴온랜드의 공장준공으로 국내대비 약 10배 이상(약 170조원 규모)

의 중국 의약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동사는 고성장하고 있

는 중국 의약품 시장에서 점안제를 주력품목으로 안과관련 시장의 약 10%이상 M/S를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휴메딕스, 휴니즈, 휴베나 등 자회사들의 성장강화로 연결실적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

로 기대된다. 동사의 자회사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수직계열화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

체적으로 의약품 용기, 원료 등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며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상호간

의 시너지로 여타업체 대비 이익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휴메딕

스는 코스닥에 상장해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히알루론산을 활용한 관절염치료제 개발에

도 시장의 관심이 높다.  

 

3) 천연물 신약, 바이오의약품 등 꾸준히 준비해온 R&D 연구개발도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다소 부족했던 R&D Pipeline을 강화함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동사는 전문의약품 및 국소마취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마진 웰빙의약

품 및 의료기기(필러, 화장품 등) 부문의 급성장, 제천공장을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향 수탁매출 증가 

등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한 자회사 휴메딕스

와의 시너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휴메딕스는 히알루론산 소재의 제품군들을 생산하는데, 이들 제

품군 중 필러는 중국에서 판매승인을 받았고 2014년부터 동사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휴

메딕스는 자체적으로 히알루론산을 활용한 무릎관절염치료제 등의 R&D 역량을 보유한 업체다.  

 

목표주가는 120,000원은 2016년 예상실적기준 EPS에 PER 33배를 적용해 산정한 값으로 cGMP급 

공장을 활용한 수탁매출 증가, 자회사들을 활용한 원가경쟁력 확보, 중국 피부 미용시장 진출(필러) 등

을 감안하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고마진 제품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Product 

Mix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속적인 이익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 주가산정에 가장 중요한 

프리미엄 요인은 휴온랜드를 통한 중국 점안제 시장 진출로, 올해 하반기 2개 품목허가 및 등록이 완

료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예상되는 만큼 해외부문에서의 이익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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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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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동사는 전문의약품, 웰빙의약품, 플라스틱용기주사제, 국소마취제, 수탁매출,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춘 업체로, 특히 국내 일회용 인공눈물 시장에서 30% 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일회용 인공눈물 1위 업체다. 최근 모바일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의 사용시간 증가 및 시력

교정 수술의 확대로 안구건조증 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은 2013년 

예상기준 약 1,200억원 수준으로 연간 15%의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회용 제품과 다회용 제품

의 비중은 각각 55%, 45%를 차지한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히알루론산을 활용한 일회용 점안액 카이

닉스를 개발했으며 글로벌 최대 안과전문 제약기업인 알콘사로부터 생산능력 및 품질을 인정받아 생산, 

판매 및 마케팅 부문에서의 전략적 제휴를 맺기도 했다. 올해 3월부터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시스타

스의 제네릭인 클레이셔를 발매하였고 대형품목으로 성장 중에 있다. 

 

동사의 매출을 살펴보면 크게 전문의약품, 웰빙의약품, 알콘사 코마케팅, 수탁매출, 국소마취제, 의료기

기 등으로 구분되며 매출비중은 각각 43%, 28%, 6%, 10%, 6%, 6%로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

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약업체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들어가는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아 2012년부터 

실시된 일괄약가인하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하지만 동사는 다양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

으로 급여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었고, 웰빙트렌드에 맞는 비만치료제, 비타민, 

영양치료주사제 등 웰빙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점안제, 국소마취제 등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품

목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면서 외부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휴온스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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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휴온랜드를 통해 중국 점안제 시장 본격 진출 

동사는 2012년 8월 중국 제약회사인 노스랜드사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공장건설을 진행해 

2014년 7월 공장을 준공했다. 휴온랜드에 대한 동사의 지분율은 45%이며, 노스랜드가 51%, 홍콩 인

터림스가 4%를 보유하고 있다. 북경 휴온랜드 공장의 총투자금액은 1.2억위안(약 220억원)으로 연면

적 9,000㎡에 7개의 점안제 생산라인이 설치가 가능하며 선진국 GMP 수준의 설비를 갖췄다. 휴온랜

드는 중국에서 히알루론산을 원료로 하는 점안제와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생산 및 공급을 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하반기 품목허가 및 GMP 인증을 마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

년까지 해당시장에서 10%이상의 M/S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약 9,200억위안(약170조원) 수준으로 세계 4위

에 랭크되어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잠재수요 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 증가의 영향

으로 연간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안과질환과 관련된 점안제 시장은 지난

해 기준으로 약 100억위안(약1.7조원) 수준으로 연간 평균 15%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

된다. 현재 중국 정부에 등록된 의약품 업체는 약 4,700여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187개 업체가 

점안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중국정부가 까다로운 GMP 규정을 적용해, 이 기준

을 맞출 수 없는 수많은 군소업체들이 생산을 포기하거나 품목을 양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GMP수준의 공장을 확보하고 있는 휴온랜드에게는 상대적인 수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점안제 

시장의 점유율은 일본업체인 산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콘과 앨러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휴온랜드는 2015년부터 Multi-dose(5~10mL) 점안제와 Mono-dose(0.4~1.0mL) 점안제에 대해 각

각 1개 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 추가적으로 2개라인을 가동함에 따라 제품판매가 크게 증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설치된 공장설비로 약 1,500억원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현

재 공장건물 내에서 7개라인을 추가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여유공간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Capa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점안제의 경우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인허

가를 받기 때문에 의약품보다 품목허가에 드는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모바일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의 사용시간 증가 및 시력교정 수술의 확대로 안구건조증 환자 수도 증

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황사 및 대기오염으로 점안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휴온스는 고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한 만큼 점안제 판매가 본격화 

될 경우 이익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온랜드 매출액 추이 및 전망   휴온랜드 주요 품목별 생산 계획  

 

 

 

자료: 휴온스  자료: 휴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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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랜드 R&D 파이프라인 현황 

 

자료: 휴온스, 키움증권 

 

휴온랜드 중장기 성장계획 가이드라인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arget construction GMP Itemlicense Generic Category3.1 Category1 

생산량 

멀티도스(Btls) 

공장 건설 및  

GMP, 제품 인허가 

10,000,000 20,000,000 35,000,000 35,000,000 70,000,000 70,000,000 

모노도스(Tubes) 30,000,000 50,000,000 70,000,000 70,000,000 140,000,000 140,000,000 

합계(Doses) 40,000,000 70,000,000 105,000,000 105,000,000 210,000,000 210,000,000 

매출액 

멀티도스(完) 34,850,000 85,650,000 269,700,000 285,700,000 448,100,000 554,500,000 

모노도스(完) 48,000,000 68,000,000 134,000,000 168,000,000 355,400,000 355,400,000 

합계(完) 82,850,000 153,650,000 403,700,000 453,700,000 803,500,000 909,900,000 

순익(完) 5,799,500 11,523,750 34,314,500 343,145,000 96,420,000 136,485,000 

합계(억원) 149억원 276억원 727억원 817억원 1,446 억원 1,638억원 

자료: 휴온스,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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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수직계열화로 원가경쟁력 확보 및 시너지 확대 

동사는 유리용기, 바이알, 앰플 등 의약품 부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휴베나, 히알루론산 원료를 

활용해 관절염치료제, 안과수술보조제, 필러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휴메딕스, 신장투석기 세척액 및 

의료기기소독제를 판매하는 ㈜휴니즈 등에 지분을 투자해 바이오 기반 의료기기 사업과 의약품 사업에 

진출했다. 동사는 자회사들의 성장강화로 연결실적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의 자회사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수직계열화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약품 

용기, 원료 등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며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상호간의 시너지로 여타

업체 대비 이익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휴베나는 주로 앰플, 바이알, 카트리지 등의 유리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1996년에 설립됐으며 동사

는 ㈜휴베나의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매출비중이 높은 주사제 및 생리식염수 등의 용기

를 ㈜휴베나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부재료로 인한 원가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 최근 약

가인하의 영향으로 원가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를 통한 원가조정이 가능했던 

점도 휴온스의 이익개선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휴니즈는 손소독제 및 의료기기용 세척소독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동사의 지분율은 76%이다. 최근 

병원내감염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내감염은 병을 치료하는 장소에서 오히려 세균 또

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으로 환자나 의료종사자의 손, 신발, 의료기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

수이다. 더군다나 황색포도상구균을 비롯한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가진 수퍼박테리아 원인균들의 경우 

원내감염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휴니즈의 제품은 효소제와 1차소독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소독제로 안전성과 편의성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자회사는 ㈜휴메딕스로 자회사들 중 가장 큰 성장을 나타내는 기업이다. 주력 품목

으로는 히알루론산 원료를 활용한 관절염치료제, 안과수술보조제, 다양한 미용성형용 필러(제품명: 엘라

비에 시리즈)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휴메딕스에 대한 동사의 지분율은 41%이다. 동사는 ㈜

휴메딕스를 통해 히알루론산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력품목인 카이닉스(점안제)의 원료와 제품을 공

급받고 있어 시너지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황반변성 치료용 항체, 관절염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과 화장품,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등의 R&D를 진행하고 있어 독자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휴메딕스는 2014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휴메딕스 R&D 파이프라인 현황 

임상진입

비임상

비임상

임상진입

제조소 구축

Regeneration 필러

Volumizing 필러

Bio-Stimulator 필러

1회제형 관절주사제

미래기술

HA원료계열화

기능성비타민 등록 중

탐색 중

천연유래 고분자 응용

생체적합 고분자 응용

세포재생 및 촉진 소재개발

천연유래 고분자 응용

천연생체 고분자 응용 DDS개발

발효원천기술 확보 및 HA원료생산

합성생체고분자 응용 화장품 신소재 확보

 

자료: 휴메딕스,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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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 R&D 파이프라인 

동사는 천연물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개발 성과는 패혈증치료제와 지방간치료제로 각각 임상2상 승인, 임상2상 종료 상태다. 패혈

증치료제는 패혈증 및 패혈증성 쇼크 치료를 위한 천연물신약 후보물질로 금은화(金銀花)의 정제물에서 

유래하고 있다. 금은화는 한방에서 종기, 장기의 염증을 치료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패혈증은 혈액

에 미생물이 감염돼 전신에 심각한 염증반응이 나타난 상태로 고열을 동반하며, 호흡곤란 및 인지력 

상실 등의 신경학적 장애와 함께 중증패혈증에 이를 경우 사망률이 30% 이상으로 높은 질환이다. 현

재 항생제, 해열제 등의 대증요법 외에는 패혈증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신약후보 물질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될 경우 라이센스 아웃, 공동개발 등의 가능성이 높아 신약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간치료제는 후박나무와 후박 생약원료를 기반으로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

는 파이프라인이다. 후박은 한방에서 위, 장 기능 항진을 통한 설사, 이질 등의 치료에 쓰인다. 현재 지

방간의 경우 특별한 치료제가 없고 간장제, 고지혈, 당뇨치료제 등을 처방하기 때문에 지방간에만 효과

를 가진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시장성 있는 신약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동사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에는 희귀질환

인 폼페병, 유전자 재조합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단백질 재조합 물질인 건선치료

제,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주름개선제 등이 있다. 우선 폼페병은 선천, 희귀성 유전질환으로 당원이 

축적되어 생기는 질환이다. 신체의 에너지원인 당원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알파-1,4 글루코시다아제 

효소의 선천적 결핍이 원인이 된다. 폼페병에 걸리게 되면 과도한 양의 당원이 체내 세포의 리소좀(특

히 근육세포)에 축적되어 근육이 손상되고 호흡기능 저하, 심근질환이 생기게 된다. 전 세계에서 평균

적으로 5만명당 1명 정도 발병한다. 동사는 당사슬 생합성 경로를 재설계한 치료용 RH-GAA(Acid α

-glucosidase) 바이오베터를 개발 중에 있다. 유전자 재조합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안구 건조증 치

료제는 티모신 베타4(Thymosin β4)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 각막 상피세포의 이동을 촉진시켜 각

막의 상처를 치료하며 각막 및 눈물샘의 염증을 감소시킨다. 건선치료제는 XX-PE(Pseudomonas 

Exotoxin) 재조합 단백질 물질로 중증 이상의 건선을 타겟으로 한다. 동 약물은 대장균에서 재조합 단

백질 형태로 생산하며 건선에서 발현이 많이 되는 XX를 표적으로 한다. 

 

휴온스 R&D 파이프라인 현황 

Research Preclinical Phase I Phase Ⅱ Phase Ⅲ

HU002
(지방간/후박)

HU003
(패혈증/금은화)

HU018
(주름개선/허니부쉬)

HU007
(나노복합점안제)

HU023
(폼페병)

HU017
(IBD 장질환치로제)

HU024
(안구건조증/TB4)

R&D
Project

바이오, 
천연물신약 등
파이프라인 보유

건선치료제

보톡스
(보툴리늄톡신)

천연물신약(2)
개량신약(1)
바이오신약(3)
바이오의약품(1)
합성신약(1)
건강기능식품(1)

 
자료: 휴온스,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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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실적전망 

2015년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2.9%, 42.5% 증가한 2,240억원, 42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문의약품 및 국소마취제가 안정적인 매출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고마진 웰빙의약품 및 의료기기(필러, 화장품, 보톡스 등) 부문의 급성장, 제천공장을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향 수탁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지난 3월부터 알콘사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스타시스의 개량신약인 클레이셔 점안액 판매가 시작되면서 추가적인 외형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자회사 휴메딕스와의 시너지도 긍정적이다. 점안제 카이닉스 및 미용성형용 필러 엘라비에 등 히

알루론산 소재의 제품군들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휴메딕스가 

생산한 필러가 중국에서 판매승인을 받았고 지난 4월부터 동사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수익

성 측면에서는 신공장 건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반영 종료, 효율적인 판관비 집행, 수직계열화에 따른 

원가율이 절감되면서 외형성장 보다 더 큰 이익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분기실적 전망(연결기준) (단위: 억원) 

 1Q 2Q 3QE 4QE 2015E 

매출액 506 593 556 585 2,240 

영업이익 95 147 96 93 429 

세전이익 92 151 88 90 421 

당기순이익 75 120 77 76 348 

자료: 키움증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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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재무상태표 (단위: 원, 배, %) 

12월 결산, IFRS 연결 2013 2014 2015E 2016E 2017E  12월 결산, IFRS 연결 2013 2014 2015E 2016E 2017E 

매출액 1,582 1,823 2,240 2,671 3,189  유동자산 1,091 1,572 1,997 2,563 3,111 

매출원가 796 879 1,008 1,210 1,444    현금및현금성자산 194 469 582 821 1,031 

매출총이익 786 944 1,232 1,461 1,744    유동금융자산 41 151 181 227 271 

판매비및일반관리비 507 643 803 942 1,125    매출채권및유동채권 634 676 896 1,113 1,329 

영업이익(보고) 279 301 429 519 620    재고자산 223 275 338 402 480 

영업이익(핵심) 279 301 429 519 620    기타유동비금융자산 0 0 0 0 0 

영업외손익 -37 -8 -8 31 89  비유동자산 971 973 1,011 1,109 1,248 

  이자수익 6 6 13 16 19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20 22 29 37 45 

  배당금수익 0 0 0 0 0    투자자산 97 117 129 179 285 

  외환이익 3 1 1 3 2    유형자산 763 761 764 781 778 

  이자비용 27 16 17 24 23    무형자산 68 59 80 107 138 

  외환손실 0 0 0 0 0    기타비유동자산 23 14 8 5 3 

  관계기업지분법손익 0 0 0 37 91  자산총계 2,062 2,545 3,008 3,672 4,360 

  투자및기타자산처분손익 -10 -2 0 0 1  유동부채 635 591 748 998 1,140 

  금융상품평가및기타금융이익 -20 0 -8 -5 -5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25 223 329 424 523 

  기타 10 2 3 3 4    단기차입금 284 243 326 409 505 

법인세차감전이익 242 293 421 550 709    유동성장기차입금 92 70 35 88 20 

  법인세비용 14 48 73 94 122    기타유동부채 35 55 57 76 92 

  유효법인세율 (%) 5.6% 16.3% 17.3% 17.1% 17.2%  비유동부채 175 70 74 77 81 

당기순이익 228 245 348 456 587    장기매입채무및비유동채무 4 12 15 18 21 

  지배주주지분순이익(억원) 174 209 297 405 522    사채및장기차입금 100 55 55 55 55 

EBITDA 368 407 519 609 714    기타비유동부채 70 3 4 4 5 

현금순이익(Cash Earnings) 317 351 438 546 681  부채총계 810 661 822 1,075 1,221 

수정당기순이익 257 246 355 460 590    자본금 53 57 57 57 57 

증감율(%, YoY)         주식발행초과금 380 426 426 426 426 

  매출액 18.0 15.3 22.9 19.2 19.4    이익잉여금 710 898 1,159 1,527 2,011 

  영업이익(보고) 89.1 7.7 42.6 20.9 19.4    기타자본 3 149 149 149 149 

  영업이익(핵심) 89.1 7.7 42.6 20.9 19.4  지배주주지분자본총계 1,146 1,529 1,791 2,159 2,643 

   EBITDA 55.9 10.5 27.7 17.4 17.1  비지배주주지분자본총계 107 355 397 439 496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160.7 20.4 42.1 36.2 28.8  자본총계 1,252 1,884 2,187 2,598 3,139 

   EPS 127.4 15.4 35.8 36.1 28.8  순차입금 307 -253 -347 -496 -722 

  수정순이익 229.8 -4.1 44.0 29.6 28.3  총차입금 542 368 416 552 580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투자지표 (단위: 원, 배, %) 

12월 결산, IFRS 연결 2013 2014 2015E 2016E 2017E  12월 결산, IFRS 연결 2013 2014 2015E 2016E 2017E 

영업활동현금흐름 247 291 310 336 405  주당지표(원)      

  당기순이익 228 245 348 456 587    EPS 1,667 1,924 2,613 3,555 4,578 

  감가상각비 84 103 88 86 88    BPS 10,762 13,533 15,712 18,942 23,191 

  무형자산상각비 5 3 3 4 6    주당EBITDA 3,529 3,737 4,559 5,348 6,264 

  외환손익 -4 0 -1 -3 -2    CFPS 3,041 3,222 3,848 4,793 5,977 

  자산처분손익 11 4 0 0 -1    DPS 200 400 400 400 400 

  지분법손익 0 0 0 -37 -91  주가배수(배)           

영업활동자산부채 증감 -125 -95 -178 -173 -184    PER 24.0 28.2 35.6 26.2 20.3 

기타 47 31 51 3 2    PBR 3.7 4.0 5.9 4.9 4.0 

투자활동현금흐름 -172 -233 -200 -189 -178    EV/EBITDA 16.0 17.0 23.2 18.8 15.7 

  투자자산의 처분 12 -129 -43 -61 -63    PCFR 13.2 16.9 24.2 19.4 15.6 

  유형자산의 처분 0 1 0 0 0  수익성(%)      

  유형자산의 취득 -178 -104 -91 -103 -85    영업이익률(보고) 17.7 16.5 19.2 19.4 19.4 

  무형자산의 처분 -4 -1 -23 -31 -37    영업이익률(핵심) 17.7 16.5 19.2 19.4 19.4 

  기타 -3 0 -43 6 7    EBITDA margin 23.3 22.3 23.2 22.8 22.4 

재무활동현금흐름 -94 217 3 92 -16    순이익률 14.4 13.4 15.5 17.1 18.4 

  단기차입금의 증가 -99 -126 83 83 96    자기자본이익률(ROE) 20.9 15.6 17.1 19.0 20.5 

  장기차입금의 증가 -102 0 -35 53 -68    투하자본이익률(ROIC) 20.0 17.4 22.4 24.0 25.6 

  자본의 증가 72 41 0 0 0  안정성(%)           

  배당금지급 -14 -21 -45 -45 -45    부채비율 64.7 35.1 37.6 41.4 38.9 

  기타 49 324 1 1 1    순차입금비율 24.6 -13.4 -15.9 -19.1 -23.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 -19 276 113 239 211    이자보상배율(배) 10.4 18.7 25.1 21.9 26.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12 194 469 582 821  활동성(배)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94 469 582 821 1,031    매출채권회전율 2.8 2.8 2.8 2.7 2.6 

Gross Cash Flow 372 386 488 509 589    재고자산회전율 7.6 7.3 7.3 7.2 7.2 

Op Free Cash Flow 46 158 152 214 302    매입채무회전율 7.5 8.1 8.1 7.1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