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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50억원(YoY 10.1%), 
영업이익 140억원(YoY +1.7%), 순이익 105억원(YoY -22.4%) 

 19년 3분기 별도기준 매출 869억원, 영업이익 141억원, 
순이익 112억원 → 영업이익률 16.2%

1. 실적 및 재무

 독일 롬멜락사 1회용 점안제 기계 설비 도입으로 연간 생산량
대폭 증가(1.5억관→3억관, ’19.04 설치 완료)

2. 신규시설투자

3. 연구개발활동 (R&D 및 신제품 발매)

 상지근육 마비 국내 임상 IND 승인(’19.07)
 여성갱년기 개선 유산균(YT-1) 개별인정 허가(’19.10)
 나노복합점안제 국내 임상 3상 완료, 유럽 임상 신청 예정(‘19.12)
 이오패치 허가(‘19.06)

R&D

 ‘리즈톡스’ 국내 출시(’19.06)
 1회 제형 골관절염주사제 출시(’19.07)신제품



기업개요

R&D

Vision

경영실적

오픈 이노베이션

자회사 및 요약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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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 55%48% 63%

50%60%

73%

휴온스그룹
: 1,405명

※ 2019.09.27 휴온스내츄럴과 바이오토피아 합병 주총 결의(합병기일
2019.10.29)

01. 기업개요_그룹 현황



01. 기업개요_주요 경영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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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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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기반, “연관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 지속”

주사제 점안제

전문의약품 웰빙의약품

Core

Cash 
Cow

New 
Growth

보툴리눔 톡신

의료기기 오픈이노베이션

건강기능식품

“신성장동력“ 확보
진행 중

277 386 481 633 744 809 952 1,066 1,221 1,310 
1,565 

2,151 
2,448 

2,780 
3,134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 기반
CAGR 19% 성장(2004~2018)

분할 전 휴온스 실적 포함,
별도기준 / 단위 : 억원



03. 경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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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뷰티헬스케어

의약품

2,448

2,780

3,134

869807

YoY
성장률
+7.8%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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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당기순이익

YoY 성장률
영업이익 +1.8%
순이익 +0.8%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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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3Q18 3Q19

매출액 1,690 2,848 3,286 863 950

영업이익 215 362 453 137 140

순이익 148 348 446 135 105

[연결실적]



03. 경영실적_사업별 실적_전문의약품

매출 비중 59.5% (3분기 매출 505억 YOY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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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특화

미국 FDA 승인

 휴온스 제품 104개 품목(마취제 등), 수탁 61개 품목 총 165개 주사제 제조

 치과용 리도카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및 해외 26개 국 수출

 퇴장방지의약품 22개 품목(19년 10월 기준)

 0.9% 생리식염주사제 5ml, 10ml Ampoule(’17.07) ANDA 승인

 1% 리도카인 5ml Ampoule ANDA 승인(‘18.04)

 3개의 주사제(국소 마취제) ANDA 신청 완료

종합
포트폴리오

 1st 개량신약, 제네릭 개발 및 우판권 확보

 총 161개의 생동의약품 품목 보유(37개 품목 자사전환 예정)

 점안제 12개 품목 보유(수탁 23개 품목)



03. 경영실적_사업별 실적_뷰티∙헬스케어

매출 비중 26.4% (3분기 매출 239억 YOY -6.2%)

 리즈톡스 국내 출시(’19.06) 후 에스테틱 매출 본격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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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의약품 86%

에스테틱 10%

의료기기 3%
 미국 Dexcom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G5’ 국내 성공적인 발매(‘18.11)

 이오패치, PRP, ExAblate 등 의료기기 사업 확대 예정

 2019년부터 에스테틱 수출 ㈜휴메딕스, ㈜파나시로 이관, 이관된 매출 제외 시 YOY 매출 +23%

 대용량 비타민C 주사제, 비만/다이어트 보조제 등 특화 제품군 보유

 국내 최초 비타민 C+D 복합산제 등 신제품 개발 & 출시



03. 경영실적_리즈톡스(국내)/휴톡스(해외) 사업 진행 현황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논의 중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논의 중

북미
논의 중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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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톡스 100units 수출용 허가 획득(’16.10)

 수출국 :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국내 휴온스 & 휴메딕스 공동판매”

 리즈톡스 국내 출시(‘19.06)

 종합병원, 치과, 산부인과, 내과 등

비에스테틱 의원

“국내외 독점판매권 보유”

중국
(2018.09)

러시아
(2018.07)

“글로벌 파트너사 계약현황”

유럽
(2018.04)

브라질 (2018.06) 멕시코 (2018.10)

도미니카 (2019.06) 볼리비아 (2019.07)

페루∙칠레 (2019.08) 콜롬비아 (2019.09)

※ 계약체결일 기준



03. 경영실적_의료기기

 5분 간격으로 당(글루코오스) 측정 → 측정값, 트랜드

화살표 및 그래프, 알람 경고음으로 치료 결정에 도움

 센서 1개 7일, 트랜스미터 1개 3개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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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관련 신의료기기 도입으로 당뇨 포트폴리오 구축 및 시장확대 목표

 1형 당뇨병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급 확대

① 2019년 1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② 2020년 1월 연속혈당측정기(트랜스미터), 인슐린 자동주입기

Dexcom G5



03. 경영실적_사업별 실적_수탁(CMO)

매출 비중 14.1% (3분기 매출 125억 YOY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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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자사개발

YoY
성장률
+46.4%

208
221

53

78

149

점안제 전체 매출 비중 9%

(1) 자사개발 : 휴온스-알콘 전략적 제휴(카이닉스, 클레이셔)

휴온스 개발∙생산, 알콘 국내외 판매

(2) 수탁 : 일본 산텐제약(디쿠아스) 외 국내 다수 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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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탁 59%

점안제 수탁 41%

 cGMP급 수준의 제천 공장을 활용한 수탁 매출 확대

 미국, 독일, 일본의 최첨단 자동화 설비 구축

 주사제, 정제 등 205개 품목 수탁 생산

 독일 롬멜락사 1회용 점안제 기계 설비 도입(’19.04 증설 완료) 

점안제 연간 생산량 1.5억관 → 3억관으로 2배 확대

주요고객사

(단위: 억원)



04. 오픈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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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 전략 “Open Innovation”  

단백질 분해 플랫폼 기술
심부전 혁신 신약

펩타이드 의약품

AI 기반 신약

전자약

바이오시밀러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천연물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방광암 치료제

 다양한 분야들의 회사들과 공동연구 협약 체결

 공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목표

국내
독점판매권

공동연구개발
및 MOU 협약

신규 연구개발
테마

MRgFUS

CNS - 사회불안장애 치료제
안질환(노안, 근시) 치료제
신장질환 – 차세대 휴대용 투석기기
암 – 진단, 치료, 치료보조

천연물 의∙식약품

건강기능식품펩타이드 의약품



05. R&D_합성신약 플랫폼 기술을 통한 간질환 치료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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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단백질 기능의 억제/조절 “표적 단백질의 분해/제거”

PROTAC(Proteolysis-targeting chimaera) 기술 with

• 표적 단백질의 결합부위에 결합하여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조절하는 전략

• 충분한 작용을 위해 높은 혈중농도 필요

• 구성: 표적단백질 + 연결체(linker) + E3 ligase

• 표적단백질에 유비쿼틴 식별표시를 붙여서 프로테아좀에 의

해 분해할 수 있는 구조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volume 16, pages 101–114 (2017)

일반적 합성신약일반적 합성신약 PROTAC 기술



05. R&D _방광암 치료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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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치료제(TSD-001) with

일반적 합성신약
 TSD-001 : 표재성(비근침습)방광암 치료제로 FDA 최초 승인 기대

 2020년 미국 임상 2B상 진행 예정(LIPAC), 2020년 국내 임상 3상 진행 예정(휴온스)

 2024년 한국, 2026년 글로벌 출시 목표

TSD-001 타겟 영역



05. R&D_Exablate N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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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 세계 최초의 절개 없는 수술 플랫폼 – 절개를 하지 않고도 밀리미터 미만의 정확도로

초점을 맞춘 초음파를 사용하여 치료 가능함.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뇌 치료용 초음파 기기.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60개 주요 병원 등에서 운영 중.

 현재 허가 적응증 – 본태성 진전, 파킨슨병으로 인한 진전.

 2020년부터 사업 본격 진행 예정.

ExAblate® Neuro with



05. R&D_EO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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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패치타입의 인슐린 펌프

 휴대가 용이하고 사용이 간편한 인슐린 펌프

 2019년 6월 품목허가 완료 → 2020년 1분기 임상 시험 완료 → 2020년 하반기 발매

 패치 1개 3.5일 적용

인슐린 펌프 with



05. R&D_Botulinum T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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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ulinum toxin 적응증 확대와 저분자 Botulinum 제제 개발

Scientific Reports volume 6, Article number: 31043 (2016)

“치료용 적응증 확대”
적응증
확대

눈가주름(2020.09 허가 예상)

상지근육경직(2021 허가 예상)

사각턱(2020.2Q IND 신청 예정)

저분자
Botulinum 
제제 개발

기존 제품(900kDa)보다 항체 형성 낮춘 저분자 톡신

2020.1Q 미간주름 임상1상 IND 승인 예상



05. R&D_안구건조증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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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
개량신약

(사이클로스포린 단일 점안제 및 인공눈물 대체 가능)
바이오신약

개발일정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2019.12 임상 투약 완료)

유럽 임상 IND 준비 중 (2019.12 신청 예정)
국내 임상 2상 IND 준비 중 (2019.12 신청 예정)

특징
레스타시스 대비 2배 이상 낮은 사이클로스포린

농도로도 동일한 항염증 효과
유전자 재조합 생산기술로 합성 펩타이드에 비해

낮은 생산비용으로 상용화 가능성 높음

효능
항염증 효과와 안구보호 작용의

dual function effects
점액분비촉진을 통한 눈물막 안정화와

항염작용의 이중효과

작용기전

*Sosne 등, Clin. Opthalmol. 2007

HUB1-023 Thymosin β4 HUC2-007 나노복합점안제



05. R&D_건강기능식품_갱년기 유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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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1 유산균

 2019. 10 기능성 원료 인정 (인정 기능성 :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

 국내 최초 여성 갱년기 건강 개선 개별인정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특허 등록, 미국/유럽/일본 특허 출원

 2019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4.6조(YOY +3.5%), 프로바이오틱스

6,444억원(YOY +18.8%) 예상(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갱년기 개선 효과 확인

쿠퍼만 지수 (Kupperman index, KMI)

• 대표적인 갱년기지수 자가 체크법으로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

나는 11가지 증상 (안면홍조, 감각이상(손발 저림), 불면증,

신경과민, 우울증, 현기증, 피로감, 관절통이나 근육통, 두통,

가슴두근거림, 개미환각)을 점수화

•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원료기술정보

및 다수의 학술지 등에서 여성의 갱년기 증상 개선 평가 지표

로 활용

• 갱년기 증상이 완화될수록 쿠퍼만 지수는 낮아짐.

4,657 5,242 6,444 

41,728 
44,268 45,821 

2017 2018 2019(E)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단위: 억원)



05. R&D_건강기능식품_전립선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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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립선 건강 개선용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신청 기능성 : 전립선 건강에 도움

 대한민국 특허 출원

 기능성원료 허가 신청 예정(2019.12)

전립선 건강 개선 효과 확인

질문 문항
전혀
없음

5번 중
한번

5번 중
1~2번

5번 중
2~3번

5번 중
3~4번

거의
항상

1. 평소 소변 볼 때 다 보
았는데도 소변이 남아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경
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2. 평소 소변을 보고 난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
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
니까?

0 1 2 3 4 5

3. 평소 소변을 참기 어
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4. 평소 소변줄기가 약하
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5. 평소 소변을 볼 때 소
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
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
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
까?

0 1 2 3 4 5

6. 평소 잠을 자다 일어
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
가 하룻밤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없다 1번 2번 3번 4번 5번

0 1 2 3 4 5

합계 점수가 1~7점인 경우는 경미한 증상, 8~19점은 중간 정도 증상,
20~35점인 경우는 심한 증상을 의미합니다.

<국제전립선증상 점수>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June 25, 2018/in Blog /by Georgia UrologyBy Dr. Lewis S. Krit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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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ipeline 적응증 연구현황
발매 시기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개량신약

HUC2-263 항구토제 허가신청 ●

HUC3-244 전립선비대증 생동 ●

HUC2-216 항혈전제 임상 1상 ●

HUC2-255 항당뇨병 임상 1상 ●

HUC2-287 알러지성결막염 전임상 ●

HUC2-007 안구건조증 임상 3상 ●

합성신약
HUC1-259 간질환 전임상 ●

HUC1-288 심부전 전임상 ●

생물의약품
HGB1-001 눈가주름 임상 1/3상 ●

HGB1-001 상지근육경직 임상 1상 ●

바이오신약 HUB1-023 안구건조증 전임상 ●

의료기기
- 조산방지 허가신청 ●

- 근골격 통증 보조치료 허가신청 ●

건강기능
식품

HUN1-208 여성갱년기 개별인정허가 완료 ●

HUF2-032 남성전립선 인체적용시험 완료 ●

HUN2-258 체지방감소 인체적용시험 준비 중 ●

RDN-18008 수면의 질 개선 전임상 ●

HUN1-289 체지방감소 전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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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사업 매출, 영업이익 흑자달성 원년의 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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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3Q18 3Q19

 개별인정형 원료를 활용한 “건기식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제시. 

( 2017년 허니부쉬 출시 완료, 2019년 갱년기용 유산균 허가 완료,

남성전립선 원료 출시 예정)

 이너셋 허니부쉬 제품 리뉴얼, 신규유통채널 진입(편의점상품) , 

신제품 출시 등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지속

32 33 

8 

14 

17 18 3Q18 3Q19 -9 
-7 

-2 -2 
17 18 3Q18 3Q19

[자회사 매출 성장 및 적자폭 축소 지속]
 연구개발/생산·판매/원료공급까지 그룹 시너지 극대화

(단위: 억원)

휴온스내츄럴

바이오토피아

휴온스네이처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

※ 2019.09.27 휴온스내츄럴과 바이오토피아 합병 주총 결의 완료.

휴온스
R&D

휴온스내츄럴
원료, 생산, 판매

휴온스네이처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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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결 재무 정보

과 목 2019년 3분기 2018년

유동자산 181,684 171,906 

비유동자산 98,812 79,464 

자산총계 280,496 251,371 

유동부채 86,054 76,135 

비유동부채 5,826 7,553 

부채총계 91,880 83,688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84,517 163,269 

자본금 4,492 4,084 

자본잉여금 73,561 73,609 

자본조정 (3,248) (3,06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23 946 

이익잉여금 108,689 87,693 

비지배지분 4,100 4,414 

자본총계 188,617 167,682 

과 목 2019년 3분기 2018년

매출액 264,253 328,595 

매출원가 119,388 147,040 

매출총이익 144,865 181,555 

판매비와관리비 110,139 136,303 

영업이익 34,727 45,252 

지분법손익 (763) (76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5,800 55,966 

법인세비용 8,116 11,371 

당기순이익 27,683 44,595 

주당이익 3,143 5,040

과 목 2019년 3분기 2018년

유동자산 166,616 159,529 

비유동자산 98,646 80,408 

자산총계 265,261 239,937 

유동부채 74,188 69,669 

비유동부채 1,753 3,605 

부채총계 75,940 73,274 

자본금 4,492 4,084 

자본잉여금 73,958 73,958 

자본조정 (1,169) (98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98 1,198 

이익잉여금 110,841 88,406 

자본총계 189,321 166,663 

과 목 2019년 3분기 2018년

매출액 243,200 313,390 

매출원가 102,472 134,865 

매출총이익 140,727 178,526 

판매비와관리비 105,470 130,544 

영업이익 35,257 47,98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671 54,988 

법인세비용 8,303 11,572 

당기순이익 29,368 43,415 

주당이익 3,274 4,838 

(단위 : 백만원) 요약 별도 재무 정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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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https://m.irgo.co.kr/IR-ROOM/24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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