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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Data 

현재가(09/24) 31,950 원 
액면가(원) 0 원 
52주 최고가(보통주) 50,000 원 
52주 최저가(보통주) 25,800 원 
KOSPI (09/24) 3,125.24p 
KOSDAQ (09/24) 1,037.03p 
자본금 5,941 억원 
시가총액 19,201 억원 
발행주식수(보통주) 6,010 만주 
발행주식수(우선주) 0 만주 
평균거래량(60일) 99.4 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354 억원 
외국인지분(보통주) 0.00% 
주요주주   

Mayson Partners Pte. Ltd 외 3 인 51.07% 
Octava Fund Limited 외 3 인 17.38% 

 

Price & Relative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7 4.2 0.0 
상대주가 3.2 -0.1 0.0 

 

 누구보다 화려해질 2022년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5,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는 45,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

가 산정은 DCF를 활용하였으며 목표가 기준 22년 PER은 14.7배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백신 

CMO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제약사이다. 동사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Single-Used 세포 배양 설비를 조기에 확보했으며 4분기부터 CMO 매출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스푸트니크 V 백신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 속에서 CMO에게 우호적인 수급 상황이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동사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강점은 1) 글로벌 파트너사 확보와 2) 

높은 원가 경쟁력이다. 먼디파마/Teva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이며 Non-

Protein A, 대체원재료 개발 등을 통한 원가 절감 기술 등이 시밀러 생산 공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22년 상반기까지 예상되는 3가지 모멘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향후 주요 주가 트리거는 1) 스푸트니크 V 백신 출하 2) 아바스틴 시밀러 

HD204 3상 종료 3) 허셉틴 시밀러 HD201의 EMA 품목허가 등 크게 3가지이다. 이중 스푸트니크 

V 백신 공급 규모와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소규모 설비에서는 백신 생산에 성공했으며 상업 

생산을 위한 Scale-Up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동사는 4Q21 내 고객사향 백신 공급을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본격적인 CMO 매출을 인식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한 동사의 계획에 따르면 아바스틴 시밀러 HD204는 2021년 내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허셉틴 

시밀러 HD201 역시 2021년 내 EM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모멘텀은 스푸트니크 V 백신. 수요는 충분, 양산 능력도 확보 

스푸트니크 V 백신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UAE/벨라루스/산마리노 등의 실제 접종 결

과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약 95%대의 높은 예방 효능을 기록했다. 또한 9월 기준 스푸트니

크 V 백신이 승인된 국가는 70여개국에 달하며 인구 합계는 37억명을 상회한다. 특히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2%대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동사의 백신 양산 능력은 방한한 러시아 기술진과의 협

업을 통해 확보했으며 4분기 실제 매출 인식을 통해 생산 역량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2년부

터는 보다 생산이 어려운 adv 5형 출하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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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 earnings & Valuation 

06결산(십억원) 2020.06 2021.06 2022.06E 2023.06E 2024.06E 
매출액(십억원) 0  0  328  678  646  
YoY(%) NA NA NA 106.4 -4.7 
영업이익(십억원) -11  -18  111  232  220  
OP마진(%) 0.0 0.0 33.8 34.2 34.1 
순이익(십억원) -15  -7  95  192  182  
EPS(원) -354 -142 2,611 4,876 4,622 
YoY(%) 0.0 적지 흑전 86.7 -5.2 
PER(배) 0.0 -231.8 12.2 6.6 6.9 
PCR(배) 0.0 -97.1 0.0 0.0 0.0 
PBR(배) 0.0 3.4 1.9 1.5 1.2 
EV/EBITDA(배) 0.0 -91.6 10.2 4.9 4.4 
ROE(%) -21.8 -2.1 15.3 25.0 19.1 

 

 

제약/바이오 김정현 

3771-9351, jh.kim@iprov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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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투자포인트 

스푸트니크 V 백신 출하 시점의 도래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예상 출하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이 4Q21로 다가왔다. 프레스티지바이

오파마 백신 CMO 사업은 크게 1)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실제 수요 2) 안정적인 생산 역량 3) 

원부자재 확보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우선 UAE/벨라루스/산마리노 등의 실제 

접종 결과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약 95%대의 높은 예방 효능을 기록했다. 또한 스푸

트니크 V 백신은 현재 약 70여개국에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국가의 인구 

합계는 37억명을 상회한다. 특히 중소득 국가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30%,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2%대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주요 타겟 국가가 이들 

중저소득 국가인 점은 감안할 때 단기 수요는 충분해 보인다. 두번째 과제인 동사의 백신 양산 

능력은 지난 8월 방한한 러시아 기술진과의 협업을 통해 확보했으며 4분기에는 26형만으로 

구성된 스푸트니크 라이트 출하가 실제 매출이 인식되어 생산 역량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이 까다로운 5형은 2022년부터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

막으로 21년 4월부터 Cytiva와 원부자재 공급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원부자재 조

달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 

아바스틴 시밀러 HD204의 3상 결과 발표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인 HD204의 3상 종료 시점은 2021년말로 기대

된다. 아바스틴은 Peak Sales 기준 연간 70억$ 이상 판매된 블록버스터 항암제로 HD204의 

상업성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미국에서는 경쟁사들의 제

품 출시가 이루어졌으나 유럽에서는 특허 문제로 2022년부터 경쟁사들의 제품 출시가 예상된

다. 참고로 현재까지 Abbvie / Pfizer / Samsung Bioepis / Centus / Biocon 등이 EMA 승인

을 받고 아바스틴 시밀러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허셉틴 시밀러 HD201의 EMA 품목허가 

회사 계획에 따르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1은 이미 임상 3상까지 완료하고 2021년 내 

EMA 품목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Covid-19 영향에 따라 설비 실사 등이 

지연되며 품목 허가 시점이 미뤄졌으며 최종적으로 2021년 내 품목 허가를 기대하는 상황이

다. 주목할 점은 HD201은 이미 각 지역별로 MundiPharma/Teva 등을 유통 파트너로 확보

했다는 점이다. 특히 서유럽 유통 파트너인 먼디파마는 기존 다른 서유럽 국가 등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유통해본 이력이 있어 치열한 바이오시밀러 경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

역에서 일정 M/S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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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바이오시밀러/항체치료제 신약 개발 사업에 백신 CMO가 더해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바이오시밀러, 항체치료제 신약 등을 개발하고 백신  CMO 사업을 영

위하는 제약사이다. 2015년 설립 이후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며 이후 항체 

항암제 등 신약 파이프라인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으로는 EMA 

승인을 앞두고 있는 허셉틴 시밀러 HD201(Tuznue)과 3상을 진행 중인 아바스틴 시밀러 

HD204 등이 있다. 이 중 HD201은 Alvogen/Cipla/Mundi Pharma/Huons/Teva 등에 유통 

라인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HD204 역시 러시아 제약사 Pharmapark와 독점 라이선

스 계약을 맺었다. 항체 신약인 췌장암 치료제인 PBP1510은 2021년 6월 프랑스에서 1상 

IND 승인을 받고 1상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상장 이후에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회용 동

물 세포 설비를 확보하고 백신 CMO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백신 CMO 사업 품

목으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계약을 수주한 상황이며 4분기부터 매출이 인식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 

 

 [도표 1]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주요 연혁 
 

일자 내용 

2015.07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설립 

2018.06 다국적 제약사 Alvogen 와 HD201 의 Central and Eastern 유럽 지역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18.12 다국적 제약사 Cipla 와 HD201 의 Central and Eastern emerging markets 지역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19.05 EMA 에 HD201 품목 허가 신청 

2019.07 다국적 제약사 Mundi Pharma 와 HD201 의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 지역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19.08 휴온스와 HD201 의 한국지역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20.11 다국적 제약사 TEVA 와 HD201 의 이스라엘 지역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21.01 다국적 제약사 Tabuk Pharmaceuticals 와 HD201 의 MENA 지역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21.03 생산규모 10 만 L 의 전염병 백신 생산 센터 건립 추진  

2021.04 러시아 코로나 19 백신 스푸트니크 V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에 DS 생산을 전담 역할로 참여 

2021.04 러시아 제약사 Pharmapark 와 HD204 의 러시아 지역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21.06 췌장암 항체신약 PBP1510 프랑스 1/2a 상 IND 승인 

2021.09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행사 참가 

 
자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바이오시밀러+ 

항체 항암제+ 

백신 C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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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주주 구성(2021.09.23 기준)  [도표3]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주요 사업 내용 
   

 

 

분류 분류 내용 진행 상황 

시밀러 

HD201 

(Tuznue) 
허셉틴 시밀러 3 상 완료후 EMA 승인 예정 

HD204 

(Vasforda) 
아바스틴 시밀러 유럽 3 상 진행 중 

신약 PBP1510 췌장암 치료제 프랑스 1 상 진행 중 

CMO 백신 CMO 스푸트니크 V 시험 생산 중 

   

자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주력 파이프라인 
 

 

 

자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원가 절감 요인 분석 
 

 

 

자료: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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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사업 구조 특징 

2.1. Single-Used 기반 생산 설비 보유 

Single-Used 중심으로 생산 설비 갖춰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주요 제품은 Single-Used 기반의 설비를 통해 생산된다. 동물세포 

배양 방식의 경우 크게 Single-Used 방식과 Permanent(Stainless) 방식으로 나눌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동물 세포 배양 기반 바이오 의약품 상업 생산 시 Permanent 방식이 주로 사용되

었다. 예를 들어 국내 CMO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도 Permanent 설비를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약사나 CMO들의 Single-Used 채택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Single-Used 설비도 5,000L까지 대형화되고 원가 경쟁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다. 더하여 Single-Used 방식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증설기간도 현저히 짧아 

Covid-19와 같은 긴급 상황 속에서 단기 설비 증설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외부 감염과 같

은 문제 발생시 대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 방식의 경우 1회용 배양

백 등 소모품이 꾸준히 요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변 비용이 높게 소요되는 것이 단점으

로 꼽힌다. 

 [도표 6]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로직스의 Single-Used System 특징 
 

분류 Single-Used Stainless(Permanent) 

초기 투자 비용 낮음 높음 

적절한 생산 대상 중소량 규모의 치료제/임상 시료 블록버스터 치료제 

감염시 문제 대처 감염 후 재가동 시간 1 달 이내 감염 후 재 가동 기간 2 주-3 달 

운영비용 높음. 1 회용 Bag 등 소모품 지속 필요. 낮음. 필요한 소모품 적음. 

목표 수익성 OPM 30% 이상 OPM 30~40% 

 

자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바이럴 벡터 백신 생산 공정 
 

 

 

자료: Cytiv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Single-Used 방식은 

초기 투자 비용은 낮고 

가변비용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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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높은 원가 절감 역량 

Non-Protein A 공정 및 대체 원재료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후발 주자인 만큼 원가 절감이 주요한 과제로 

거론된다. 특히 동물세포 배양 시 전체 원가 중 세포의 먹이가 되는 배지와 항체를 정제할 때 

사용되는 Protein A의 구입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이 중 배지

를 원가가 낮은 대체 배양액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동시에 고가인 Protein A를 사용하지 않아

도 항체를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개발한 상황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우 

연간 10~15% 내외에서 가격 인하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바이오시밀러 사업 영

위시 원가 절감 역량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도표 8]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원가 절감 요인 분석 
 

 

 

자료: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AMGEN이 발표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원가하락 속도 
 

 

 

자료: AMGE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원가 절감 역량 

확보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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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푸트니크 V 백신 출하 시점 임박 

3.1. 수요 측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팔릴 수 있나? 

효능, 미접종률, 유통 용이성을 고려할 때 수요 충분할 것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예상 출하 시점이 4Q21로 다가왔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백신 CMO

사업의 핵심 변수는 크게 1)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실제 수요 2) 안정적인 양산 역량 3) 원부

자재 확보 여부이다. 우선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효능 및 수요와 관련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

나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EMA나 WHO에서는 임상 데이터 검증 부족, 생산 설비 

문제로 아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벨라루스/Paraguay/UAE 등에서 진

행된 실제 접종 결과 분석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약 90% 이상의 높은 예방 효능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주요 타겟 국가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개

발도상국들이다. 9월 기준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승인된 70여개국의 인구 합계는 37억 명이 

넘으며 이들 국가 상당수는 중소득 이하 국가이다. Global Change Data Lab에 따르면 중저소

득 국가의 1회 이상 접종률은 30% 대이며 저소득 국가는 2.2%에 불과하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상온 유통이 가능한 바이럴 벡터 백신이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도표 10] 스푸트니크 V 백신 효능 실제 접종 데이터 (라이트 버전 포함) 
 

발표 일자 국가 접종 환자 수 모니터링 일정 효능 비고 

2021.09.15 Belarus 86 만명 이상 21 년 1 월~6 월 97.2%  

2021.08.18 San Marino - 21 년 2 월~ 8 월 94.8% Light 버전 효능 데이터 

2021.08.18 Paraguay 32 만명 이상 ~21 년 6 월 93.5% Light 버전 효능 데이터 

2021.06.29 UAE 8.1 만명 이상 ~21 년 6 월 8 일 97.8% 중증 예방 효능 100% 

2021.06.10  Bahrain 0.5 만명 이상 21 년 2 월~5 월 94.3% 코로나 환자 중 98.6%가 경증 

2021.04.19 Russia 380 만명 20 년 12 월~21 년 3 월 97.6%  
 

자료: RDIF,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1회이상 백신 접종률.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아 
 

 

 

자료: Global Change Data Lab,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수요 충분할 것 



 
 

프레스티지바이오파 [950210]  

누구보다 화려할 2022년  
 

 

 9  Research Center 
 

 

 [도표 12] 스푸트니크 V 백신이 품목 허가된 국가별 백신 접종 통계 
 

국가 인구(명) 1st 2nd The other vaccines approved 

India 1,380,004  45.0% 15.8% Covishield, Covaxin, and Moderna 

Pakistan 220,892  25.0% 11.3% Pfizer, CanSino, AstraZeneca, Sinopharm, and Sinovac 

Brazil 212,559  69.4% 39.8% Pfizer, AstraZeneca, Janssen, Covishield, Sinopharm, and Sinovac 

Nigeria 206,140  2.1% 0.8% Moderna, Pfizer, Janssen, AstraZeneca, and Covishield 

Bangladesh 164,689  14.1% 9.4% Moderna, Pfizer, Covishield, Sinopharm, Sinovac, and Janssen 

Russia 145,934  32.5% 28.5% Sputnik Light, KoviVac, and EpiVacCorona 

Mexico 128,933  48.5% 33.6% Pfizer, CanSino, Janssen, Covaxin, AstraZeneca, and Sinovac 

Philippines 109,581  22.7% 14.5% Moderna, Pfizer, AstraZeneca, Janssen, Covaxin, Sinopharm, and Sinovac 

Egypt 102,334  8.4% 4.9% AstraZeneca, Covishield, Sinopharm, and Sinovac 

Vietnam 97,339  30.1% 7.4% Moderna, Pfizer, Janssen, AstraZeneca, and Sinopharm 

Turkey 84,339  62.7% 50.9% Pfizer and Sinovac 

Iran 83,993  34.7% 16.4% AstraZeneca, Covaxin, Sinopharm, etc 

Myanmar 54,410  10.1% 6.3% Covishield 

Kenya 53,771  4.9% 1.6% AstraZeneca 

Argentina 45,196  64.3% 46.1% Pfizer, CanSino, AstraZeneca, Covishield, and Sinopharm 

Algeria 43,851  13.0% 9.4%  

Iraq 40,222  11.1% 6.0% Pfizer, AstraZeneca, and Sinopharm 

Morocco 36,911  57.8% 48.1% AstraZeneca, Covishield, and Sinopharm 

Uzbekistan 33,469  0.0% 0.0% RBD-Dimer and AstraZeneca 

Angola 32,866  5.4% 2.9% AstraZeneca, Sinopharm, and Sputnik Light 

Ghana 31,073  2.7% 2.4% AstraZeneca and Covishield 

Nepal 29,137  21.5% 20.0% Covishield, Covaxin, Sinopharm, and Sinovac 

Venezuela 28,436  30.7% 18.3% Sputnik Light and Sinopharm 

Cameroon 26,546  1.4% 0.3% Sinopharm 

Sri Lanka 21,413  66.0% 53.1% Pfizer, Covishield, Sinopharm, and Sinovac 

Mali 20,251  1.5% 0.4% AstraZeneca 

Chile 19,116  77.6% 73.3% Pfizer, CanSino, Janssen, AstraZeneca and Sinovac 

Kazakhstan 18,777  39.2% 33.3% Sputnik Light, QazVac, and Sinovac 

Guatemala 17,916  23.6% 12.1% Moderna and AstraZeneca 

Ecuador 17,643  61.8% 55.0% Pfizer, CanSino, AstraZeneca, and Sinovac 

Syria 17,501  1.6% 1.4%  

Zimbabwe 14,863  20.0% 14.4% Covaxin, Sinopharm, and Sinovac 

Guinea 13,133  7.9% 3.6%  

Tunisia 11,819  39.9% 28.4% Pfizer, Janssen, AstraZeneca, Sinopharm, and Sinovac 

Bolivia 11,673  35.5% 26.1% Sinopharm and Covishield 

Jordan 10,203  35.7% 31.4% Pfizer, AstraZeneca, and Sinopharm 

Azerbaijan 10,139  45.8% 34.7% Pfizer, AstraZeneca, and Sinovac 

Total 3,741,999     
 

자료: Global Change Data Lab,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백신 유형별 특징 
 

분류 Virus Vector mRNA 
Protein 

Subunit 

개발사 Gamaleya Center Astrazeneca Janssen Pfizer/BioNTech Moderna Novavax 

물질명 Sputnik V AZD1222 JNJ-78436735 BNT162b2 mRNA-1273 NVX-CoV2373 

백신 효능 

(임상 기준) 
91.6% 62.1~90% 57~72% 95% 94.1% 85.6~95.6% 

접종 형식 2 회, 3 주 2 회, 4~12 주 1 회 2 회, 3 주 2 회, 4 주 2 회, 4 주 

보관 온도 

(21 년 2 월 기준) 
2~8℃ 2~8℃ 2~8℃ -70℃ -20℃ 2~8℃ 

가격 $20 $3 $10 $20 $25~30 $16 
 

자료: 언론보도 종합,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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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산 측면: 백신을 잘 만들 수 있나? 

단기적 과제. 26형 벡터의 상업 상업 생산 성공 여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스푸트니크 V 백신 양산 과정에서 당면한 과제는 크게 2가지이다. 1) 

단기적으로는 26형 벡터의 2,000L 설비 상업 생산 여부이고 2) 장기적으로는 5형 벡터의 양

산 성공 여부이다. 우선 동사가 배양하는 세포는 일반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 생산에 사용되는 

HEK293이다. HEK293 세포에 아데노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생산이 진행된다. 세

포는 감염 후 증식을 하게 되고 계대배양 과정을 거쳐 대용량 설비에서 최종 생산된다. 이후 

Detergent를 사용해 세포를 깨면 세포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고 기타 세포 부산물들을 제거하

고 바이러스 벡터를 고순도로 정제하면 바이럴 벡터 백신이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현재 

소규모 설비에서 26형 벡터 생산에 성공했으며 최대 설비에서 상업 생산을 위해 테스트가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6형 벡터가 2,000L 설비 상업 생산에 성공할 경우 26형 

단독인 스푸트니크 Light 형태로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표 14] 바이럴 벡터 백신 생산 공정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상업 생산 마지막 

준비 중인 26형 

 

상대적으로 생산이 

까다로운 5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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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과제: 5형 벡터 생산의 수율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또한 2번째 Dose인 5형 벡터에서 양산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스푸트

니크 V 백신은 2회 접종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접종분은 인간 아데노바이러스 26형(1ST 

샷)과 5형(2ND 샷)을 사용한다. 이 중 26형은 상대적으로 생산이 용이하나 5형은 생산 수율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벡터별로 생산 수율이 달라지는 것은 세포밀도 효

과 때문이다. 세포밀도 효과는 하나의 반응기 속에서 세포밀도에 따라 세포당 바이러스 생산성

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26형은 이러한 세포밀도 효과가 경미한 반면 5형은 세포밀도가 높아질 

경우 세포당 바이러스 생산성도 급속히 하락하게 된다. 특히 26형에 감염된 세포는 감염 후에 

더욱 증식하는 경향도 있어 수율 관리가 용이하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지역의 스푸트니크 

V 백신 CMO인 Laboratorios Richmond는 8월 백신 공급 계약분을 인도한 바 있는데 이 때 

26형은 약 100만 도즈, 5형은 약 15만 도즈 공급에 성공했다고 알려졌다. 아르헨티나에서 스

푸트니크 Light 버전(26형 단독 버전)도 품목 허가된 점을 고려할 때 26형이 우선적으로 생

산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5형 수율 확보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결론적

으로 동사 역시 단기적으로는 26형으로 구성된 스푸트니크 Light 버전이 출시할 것으로 예상

되며 22년부터는 5형과 함께 스푸트니크 일반 버전도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도표 15]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투 샷 구성요소와 구성 이유 
 

 

 

자료: Gamaleya National Center,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얀센/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비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특징 
 

 

 

자료: Gamaleya National Center,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2022년부터는 

5형 생산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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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재료 측면: 백신 생산설비/원부자재를 확보했는가 

안정적인 양산 능력 확보가 관건 

현 단계에서 백신 CMO 기업에 주어지는 또 다른 주요 과제는 적시 증설을 통한 생산 설비 확

보와 안정적인 원부자재 공급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경우 적시에 Single-Used 동물 

세포 배양 설비를 백신 생산용으로 전용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21년말까지 2,000L 일회용 

배양 설비를 40-50개 갸량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Single-Used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Cytiva와는 21년 4월부터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맺어 원부자재 공급 체인을 안정

화한 바 있다. 더구나 Cytiva는 21년 9월 한미 백신 협력 협약을 통해 22년-24년 사이 

5250만$ 규모의 Single-Used 세포 배양백 생산 설비를 한국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MO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부자재 조달 리스크가 상당히 경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17] 21년 4월에 체결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Cytiva 사이의 공급 협력 파트너십 
 

 

 

자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Cytiva의 설비 투자 계획 발표 이후 Cytiva 임마누엘 리그너 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 촬영 
 

 

 

자료: 연합뉴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전세계적인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난 극복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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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오시밀러 개발 진행 상황 점검 

EMA 품목허가를 앞둔 HD201, 3상 결과 발표를 앞둔 HD 204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주력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은 허셉틴 시밀러 HD201과 아바스틴 

시밀러 HD204이다. 회사측 발표에 따르면 HD201은 21년 내 품목 허가를 받는 것으로 목표

로 하고 있으며 HD204의 경우 21년 내 3상을 종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발

표된 Amgen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직후부터 2년 내에 오리지널 의약품 

M/S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조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조기 M/S 확대와 동시에 판매가격은 CAGR 기준 10~15%가량 지속 하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에게는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감내할 수 있는 비용 구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표 19] AMGEN이 발표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원가하락 속도 
 

 

 

자료: AMGE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AMGEN이 발표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빠른 M/S 확보 속도 
 

 

 

자료: AMGE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HD204 21년 내 

3상 종료 목표 

 

HD201 21년 내 

EMA 품목 허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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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지는 바이오시밀러 경쟁 상황을 반영해 보수적인 실적 추정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 경쟁 상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주

요 파이프라인인 허셉틴 시밀러의 경우 유럽에서만 이미 6개의 치료제가 승인을 받으며 경쟁

이 더욱 격화된 상황이다. 예를 들어 6개 중 마지막인 20년 7월 EMA 승인을 받은 중국 

Shanhai Henlius의 허셉틴 시밀러 Zercepac는 20년 10월 판매가 시작되었는데 21년 상반기 

유럽 매출은 약 580만 달러에 그쳤다. 따라서 Tuznue의 EMA 품목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

을 함께 고려해 이번 실적 추정에서는 Tuznue 매출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아바스틴 시밀

러의 경우 최근 Biocon의 아바스틴 시밀러 Abevmy가 EMA 승인된 것을 포함하면 현재 5개

의 치료제가 22년에 유럽 시장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역시 Vasforda의 3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긍정적인 3상 결과 발표 이후 Vasforda 매출 가정을 실적 추정에 반영할 예정

이다. 

 

 [도표 21] HD201(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경쟁 현황 
 

 

 

자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2] HD204(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경쟁 현황 
 

 

 

자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이번 실적 추정에서는 

HD201, HD204 

매출 추정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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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 성장 전략 

5.1. 신약 개발 

췌장암 항체 치료제 PBP1510 유럽 1상 진입 

PBP1510 은 췌장암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PAUF 를 억제하는 기전의 항체 치료제이다. 

PAUF 는 종양미세환경을 변화시켜 면역을 억제하고 암 세포 성장 및 전이를 촉진하는 

단백질을 말한다. 특히 PAUF 는 골수유래 면역 억제세포(MDSC)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PBP1510은 PAUF를 억제하고 MDSC 유입을 제한해 면역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 치료 효능을 기대하는 것이다. 동 파이프라인은 21년 6월 프랑스에서 1/2a상 

IND 가 승인되었으며 23 년까지 글로벌 임상을 마치고 24 년 품목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PBP1510 은 EMA, FDA, MFDS)로부터 모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어 효능 

확인 시 조기 품목허가가 기대된다. 

 

 [도표 23] 췌장암 성장 및 전이 과정에서 PAUF의 역할 
 

 

 

자료: 송진회 논문(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PBP1510 

췌장암 치료제 

2024년 허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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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산 R&D 센터 건립 

연면적 3 . 4만 ㎡ 규모의 R&D 센터 준공 목표 

또한 동사는 부산에 R&D 센터(Innovative Discovery Centre, IDC)를 설립을 결정한 바 있다. 

동 센터는 22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1,680억 원 투자해 석박사급 

인력을 약 200 명 가량 채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 대학과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통해 향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센터를 통해 PAUF 타겟의 

PBP1510 를 이어갈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 창출을 기대해본다. 

 

 [도표 24]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R&D 센터 IDC 조감도 
 

 

 

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대규모 R&D 센터 

건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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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적 추정 및 목표 주가 산정 

22년 매출 6,500억 OP 2,200억 예상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2022년 매출은 6,500억, 영업이익은 2,2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한다. 실적 추정을 위한 핵심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배치당 공급 단가 = 180만$ 가정. 다른 백신 CMO 공급 계약 배치당 추정 단가인 200만$ 대

비 10% 할인. 2022년부터는 Adv5 배치 생산을 가정하여 배치당 단가 소폭 인상 가정 

2021년 4분기 생산 배치 = 12배치 가정  

2022년 분기당 생산 배치 = 70 ~ 100배치 가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 컨소시엄

과 월 1억 도즈 생산 계약을 맺은 상황. Adv26 기준 배치당 약 180만 도즈 생산을 가정할 경

우 분기당 150-180배치 생산 필요. 즉, 분기당 70-100배치 생산은 해당 계약을 약 50~60% 

이행하는 보수적인 가정. 

가동률 = 약 20% 가정. 추가 설비 반입 없이 2,000L 설비 50기 기준. 월간 3배치. 

매출원가 = 원부자재 40%, 용역 비용(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향) 약 10%, 합계 50% 가정 

판관비 = 분기별 약 60억 가정(연구개발 25억, 인건비 15억 등). 2Q21 대비 소폭 상향 가정 

영업외수익 = 분기별 약 20억 가정. 투자 이후에도 3,000억 이상의 현금 보유에 따른 이자 

수익 반영 

법인세율 = 20% 가정 

[도표 2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실적 추정(백만 원) 
 

 

1Q21 2Q21 3Q21 4Q21F 1Q22 2Q22 3Q22 4Q22  2021F 2022F 2023F 

백신 CMO 매출    25,488  129,564  173,318  173,318  173,318   21,240  649,519  662,510  

QoQ    
 

510.0% 33.8% 0.0% 0.0%     

YoY           2958.0% 2.0% 

배치 단가(천$)    1,800  1,830  1,836  1,836  1,836   1,800  1,835  1,835  

2,000L 설비 갯수    40  50  50  50  50   40  50  50  

가동률     3.3% 16.0% 22.2% 22.2% 22.2%  0.7% 20.7% 20.7% 

생산배치수(Ad26)    12  60  80  80  80   12  300  300  

생산배치수(Ad5)    
 

12  20  20  20   0  72  72  

합계 배치 수    12  72  100  100  100   12  372  372  

영업이익    6,961  45,401  58,758  58,758  58,758   4,884  221,676  226,110  

OPM    27.3% 35.0% 33.9% 33.9% 33.9%  23.0% 34.1% 34.1% 

QoQ(%)     829.6% 29.4% 0.0% 0.0%     

YoY(%)        1103.1%  
 

4438.8% 2.0% 

당기순이익    8,961  37,921  48,607  48,607  48,607   6,884  183,741  187,416  

당기순익률    35.2% 29.3% 28.0% 28.0% 28.0%  32.4% 28.3% 28.3% 

QoQ(%)     450.9% 28.2% 0.0% 0.0%     

YoY(%)        606.1%  
 

2569.1% 2.0%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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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산정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5,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45,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영업가치 산정에는 DCF 방식을 활용하였다. 목표주가 45,000원은 

2022년 PER 기준 약 14배 수준이다. 유사한 백신 CMO 계약을 수주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2022년 PER은 자체 개발 백신이 부각 받기 전에도 약 PER 30 밴드 내에서 등락을 반

복한 바 있다. 만약 동 회사가 2022년 추정 실적에 준하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목표주가를 달

성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26]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실적 추정 
 

(단위: 억원) 2021F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Revenue 212  6,495  6,625  6,294  5,979  5,680  5,396  5,234  5,234  

OP 49  2,217  2,261  2,203  2,093  1,988  1,889  1,832  1,832  

Tax Rate(%) 0% 20% 20% 20% 20% 20% 20% 20% 20% 

조정 세후 OP 49  1,773  1,809  1,762  1,674  1,590  1,511  1,466  1,466  

감가상각비 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NWC 1,500  0  0  0  0  0  0  0  0  

CAPEX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FCF -1,551  1,823  1,859  1,812  1,724  1,640  1,561  1,516  1,516  

          

NPV of Forecast 8,487          

NPV of Terminal value 15,550          

영업가치  24,037          

현금성자산 3,000          

주주가치 27,037          

주식수(백만주) 60          

목표주가(원) 45,000 9 월 24 일 종가 31,950 원 대비 상승여력 41%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7] 2022년 기준 국내 주요 CMO 실적 비교 (단위: 조원, 억원) 
 

2022 년 기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 1.9 조 61 조 21 조 

종가 31,950 원 922,000 원 274,500 원 

매출 6,495 억원 16,868 억원 16,433 억원 

영업이익 2,217 억원 5,375 억원 4,685 억원 

순이익 1,837 억원 4,401 억원 3,766 억원 

EPS 3,057 6,651 원 4,922 원 

22 년 EPS 기준 

21 년 PER 밴드  
14.7 약 89~148 약 32~68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교보증권 추정, 삼성바이오로직스/SK바사는 컨센서스 

  

2022년 PER 기준 

약 14.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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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28] 국내 CMO 기업 밸류에이션 비교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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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바이오파 950210]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06결산(십억원)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06결산(십억원)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매출액 0  0  328  678  646   유동자산 50 460 464 687 897 

매출원가 0  0  200  422  402      현금및현금성자산 46 459 463 686 896 

매출총이익 0  0  129  256  24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0 0 0 0 0 

   매출총이익률 (%) na na 39.2  37.8  37.8      재고자산 0 0 0 0 0 

판매비와관리비 11  18  18  24  25      기타유동자산 4 1 1 1 1 

영업이익 -11  -18  111  232  220   비유동자산 110 144 239 213 193 

   영업이익률 (%) na na 33.8  34.2  34.0      유형자산 5 6 124 99 78 

EBITDA -10  -17  143  258  240      관계기업투자금 0 0 0 0 0 

   EBITDA Margin (%) na na 43.6  38.0  37.1      기타금융자산 9 24 1 1 1 

영업외손익 -4  11  8  8  8      기타비유동자산 96 114 114 114 114 

   관계기업손익 0  0  0  0  0   자산총계 160 604 703 900 1,089 

   금융수익 1  1  0  0  0   유동부채 8 14 13 14 15 

   금융비용 0  -6  -8  -8  -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 9 9 9 9 

   기타 -5  15  15  15  15      차입금 0 3 3 3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5  -7  119  240  227      유동성채무 0 1 0 0 0 

   법인세비용 0  0  24  48  45      기타유동부채 0 1 1 1 2 

계속사업순손익 -15  -7  95  192  182   비유동부채 14 15 19 24 31 

중단사업순손익 0  0  0  0  0      차입금 0 0 2 5 7 

당기순이익 -15  -7  95  192  182      사채 0 0 0 0 0 

   당기순이익률 (%) na na 28.9  28.3  28.2    기타비유동부채 14 15 17 20 24 

비지배지분순이익 0  0  0  0  0   부채총계 22 29 33 38 46 

지배지분순이익 -15  -7  95  192  182   지배지분 138 575 670 862 1,044 

   지배순이익률 (%) na na 28.9  28.3  28.2      자본금 153 594 594 594 59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0  0  0  0  0      자본잉여금 0 0 0 0 0 

   기타포괄이익 0  -1  -1  -1  -1      이익잉여금 -22 -28 67 259 441 

포괄순이익 -15  -8  94  191  181      기타자본변동 7 9 9 9 9 

비지배지분포괄이익 0  0  0  0  0   비지배지분 0 0 0 0 0 

지배지분포괄이익 -15  -8  94  191  181   자본총계 138 575 670 862 1,044 

주: K-IFRS 회계기준 개정으로 기존의 기타영업수익/비용 항목은 제외됨  총차입금 3 8 11 16 22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주요 투자지표 단위: 원, 배, % 
   

06결산(십억원)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06결산(십억원)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영업활동 현금흐름 -12 -15 117 208 192  EPS -354 -142 2,611 4,876 4,622 

  당기순이익 -15 -7 95 192 182  PER 0.0 -231.8 12.2 6.6 6.9 

  비현금항목의 가감 6 -10 44 62 54  BPS 3,000 9,567 17,029 21,906 26,527 

    감가상각비 1 2 32 26 20  PBR 0.0 3.4 1.9 1.5 1.2 

    외환손익 0 0 0 0 0  EBITDAPS -217 -322 3,936 6,549 6,097 

    지분법평가손익 0 0 0 0 0  EV/EBITDA 0.0 -91.6 10.2 4.9 4.4 

    기타 4 -12 12 36 34  SPS 0 0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3 2 2 2 2  PSR 0.0 0.0 0.0 0.0 0.0 

기타현금흐름 0 0 -24 -48 -45  CFPS -316 -302 -743 5,417 5,029 

투자활동 현금흐름 -18 -21 -170 -20 -20  DPS 0 0 0 0 0 

  투자자산 0 0 0 0 0        

  유형자산 -1 -1 -150 0 0  재무비율    단위: 원, 배, % 

  기타 -17 -20 -20 -20 -20  06결산(십억원)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재무활동 현금흐름 66 455 -12 -12 -12  성장성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출액 증가율 NA NA NA 106.4 -4.7 

  사채 5 0 0 0 0   영업이익 증가율 NA 적지 흑전 108.9 -5.4 

  장기차입금 0 2 2 2 2   순이익 증가율 NA 적지 흑전 101.8 -5.2 

  자본의 증가(감소) 0 466 0 0 0  수익성      

  현금배당 0 0 0 0 0   ROIC -23.6 -18.6 53.8 87.9 93.3 

  기타 61 -14 -15 -14 -14   ROA -18.7 -1.9 14.5 23.9 18.3 

현금의 증감 36 418 45 223 210   ROE -21.8 -2.1 15.3 25.0 19.1 

기초 현금 10 43 418 463 686  안정성      

기말 현금 46 461 463 686 896   부채비율 16.2 5.1 4.9 4.4 4.4 

NOPLAT -11 -18 89 186 176   순차입금비율 1.8 1.3 1.6 1.8 2.1 

FCF -14 -16 -27 213 198   이자보상배율 0.0 -2,966.1 15,118.5 25,314.9 19,984.7 

자료: 프레스티지바이오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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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바이오파 최근 2년간 목표주가 변동추이 
 

 
 

 

 

 

최근 2년간 목표주가 및 괴리율 추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평균 최고/최저 

2021.09.27 매수 45,000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ㆍ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ㆍ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ㆍ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_2021.06.30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5.0 3.3 1.7 0.0  
 

[ 업종 투자의견 ]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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