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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11월 12일 현재 ‘휴온스’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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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084110) 
분기사상 최대실적 기록, 수출실적 확대되며 외형 및 이익성장 모두 달성   

◎ 결론 : 중소형 업체 중 가장 높은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휴메딕스와의 시너지도 지속될 것, 중국

향 수출확대 및 중국 휴온랜드 점안제 판매가 추가될 경우 현재와 같은 외형 및 이익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코멘트  

 

1)2015년 3분기 동사의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대비 47.8%, 78.9% 증가한 685억원, 156억

원을 기록하며 당사 추정치를 상회. 순이익은 전년대비 62% 증가한 114억원을 달성. 

 

2)사업부문별로는 전문의약품 사업부의 매출이 전년대비 약 33% 증가하였고, 웰빙의약품 사업부 역시 전년대비 

34% 증가하며 고성장세를 시현했다.  

 

3)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부는 의료기기(필러)사업부로 전년대비 약 248% 의 성장을 기록했다. 우선 피부성형 제품

인 필러 엘라비에 시리즈의 판매가 확대되었고, 더마샤인 전용 엘라비에 밸런스 제품출시에 따라 더마샤인 매출액

도 함께 증가했다.  

 

4)특히 중국향 필러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동사의 수출은 전년대비 233% 증가한 133억원을 기

록했으며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2014년 10%대에서 현재 22%로 급격하게 올라섰다.  

 

5)국소마취제의 경우 전년대비 10% 성장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했으며 제천공장을 기반으로 한 수탁매출도 크

게 늘어 전년대비 100% 성장했다.  

 

6)동사의 외형은 전 사업부가 고른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수출확대에 힘입어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판단이다. 

올해 말을 시작으로 중국 휴온랜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이익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D 비용이 전년대비 9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휴메딕스, 휴

베나, 휴니즈 등 연결대상 자회사들의 실적이 동반 증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히알루론산 제품과 관

련해 휴메딕스의 영업이익이 3분기 누적기준으로 전년대비 74% 성장한 점은 동사 실적에 대한 이익 기여도를 크

게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