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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현황 기업개요

● 설립일: 2000년 5월 29일
● 대표이사/CEO 신용철
● 자본금: 96억원(’20 1Q 기준)
● 임직원수: 186명(’20 1Q 기준)
● 코스닥 상장일: 2013년 9월 12일(기술특례상장)
●

● 사업 분야: ①특수효소②바이오의약소재 ③헬스케어

● 발행주식수: 19,207,010주
● 액면가: 500원
● 시가총액: 5,628억원 (’20 6월말 기준)

2000 아미코젠 ㈜설립
2004 다국적제약사에 제약용 특수효소(CA효소) 기술이전(로열티100억원)
2011 제약용 특수효소(CX) 중국 수출 개시효소기반 건기식 사업 진출(GMP, FDA 적용업소)
2013 코스닥상장(기술특례상장), 수출 1천만불탑 수상
2015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스킨메드, ㈜셀리드,㈜클리노믹스, ㈜아미코젠퍼시픽 외인수및전략적 투자
2016 바이오, 헬스케어, 정밀의약 시너지 사업확대
2018 관계사 Bio-Works Firstnorth Nasdaq 상장
2019 ㈜셀리드(면역 항암 백신 개발회사) 코스닥 상장

한국거래소 KRX300 종목으로 편입

주주명 지분율
신용철 대표이사 외4인 16.44%
스틱인베스트먼트 2.92%
양재정 외 4인 3.82%
미래에셋자산운용 9.27%
기타 67.55%

(’20 6월말기준)기업개요

주요연혁

핵심기술: iDNA evolution™(유전자진화기술), 단백질공학기술

■

■

■
■

■

9.27%
67.55%

2.92%
3.82%

16.44%

주주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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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지속가능성장을 선도하는바이오 기업

특수효소Green API 바이오의약품소재 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소재

● 품질 경쟁력 우위 전략
● 풍부한 국내수요를 기반으로성장성, 수익성추구
● 의약 신소재 연구, 미래 성장동력 발굴

01 기업현황 사업 Portfolio

제약용특수효소
GreenAPI
환경화학공업용특수효소

바이오의약품정제레진
항체배양배지, 주요소재
다양한의약소재개발

건기식소재개발/제조
건기식완제생산및판매

헬스케어

● 차별화된 소재 개발
●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품질우위 전략으로
안정적 성장 견인

특수효소 Green API

● 글로벌 시장 1위 전략
● 지속적 기술개발로안정적인 수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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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현황 Vision

<Specialty enzyme>
● RETT 미국특허 등록
● 제약용 특수효소 개발 및 수출(CX, SP, SC)
● 글로벌제약사 기술이전

<DX Project & Bio-material>
● DX  Project, 전략적 파트너사와 공동 연구 및 개발
● Protein 레진 시장 확대 및 국산화 도전
● 배지 사업 진출
● 신약후보 물질 개발(지분투자, M&A)<Healthcare>

● NAG, CP/CTP, PI/DCI (친환경 소재)
● K-Nutra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
● 국내외 유통사 인수 시너지

Specialty 
enzyme

Healthcare
DX Project & 
Bio-material

효소
전문 기업

Global 
종합 바이오 기업

성장 전략
단위:억원

·CX: 7—ACA제조기능효소
·SC : 세파계API 합성효소
·SP : 페니실린계API  합성효소



국내 공장현황
01 기업현황

구분 진성공장 문산1공장 문산2공장 문산3공장
Area 2,330.53m² 7,728.36m² 3,553.15m² 6,385.2m²

Book value 1,358백만원 8,956백만원 4,287백만원 1,257백만원

Capacity

NAG 72t 효소 240t 곡물효소 46t 비거트 액상 1,800EA
ODM 140.2t DCI 54t ODM 132t 호상 2,500EA

CP/CTP 400t
키크린 1,800만L

진성공장 문산1공장

공장 및 설비 현황

문산2공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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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소개
Green API
특수효소 사업

Chapter 2바이오제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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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소개
유전자진화기술(iDNA evolution™)기반의효소&단백질공학기술(Enzyme & ProteinEngineering)

특수효소& Green API사업

혁신적효소platform기술(iDNA evolution™)

통합효소기술 유전자진화기술 미생물기술

02 바이오 제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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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소개

개량 유전자

고정화 효소투입 기질(CPC)투입 효소반응시작 효소반응종료 반응물(7-ACA)  배출 7- ACA정제

미생물 발현 미생물 발효 효소 분리 고정화효소

원료: CPCEE E E
EE E

제품: 7-ACA(항생제 생산을 위한 중간체)

※ 세계최초상용화성공

CX 효소를이용한7-ACA 생산

유전자진화된Acylase (CX)의 대량생산및 산업화 기술

02 바이오 제약사업

반복 사용 (1000회 이상)

10

*담체+효소→ 고정화효소



Green API
유전자 진화기술

유전자를 개량하여 산업적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효소의 특성을 개량함으로서 산업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새로운 효소를 만들수 있는 기술

특수 효소
CX: CPC에서 1단계 공정으로 7-ACA를 제조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 효소
SP: 페니실린계 항생제 원료의약품 합성에 사용되는특수효소
SC: 세파계 항생제를 원료의약품 합성에 사용되는특수효소

세파계 항생제APICPC

DAOC

발효+CX효소

발효+CX효소(화학공정 대체)

SP,SC

SP,SC

7-ACA
<시장규모: 4,000억원>

7-ADCA
<시장규모: 2,600억원>

미생물(아크레모니움또는 페니실리움)
CPC or PenG

항생제 완제품

CX 효소 적용
7-ACA or 7-ADCA

DX 프로젝트: Green API

Green API 개념도
02 바이오 제약사업

세파계/페니실린계항생제원료의약품(API)

CX 효소 적용
SP, SC 효소적용

세파계 항생제API
Ex. Cefalexin Cefaclor

DX0

DX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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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grade(CX5)

효소 사업

Upgrade(CX3)
Industrial scale

Lab scaleDX2
DX0
CX

기존 화학공정VS당사 효소법

생산수율

에너지 소비
Co2 방출

Enzyme

Molecular gene evolution 
Commercial scale

*참고문헌: Richard K. Henderson et. al. EHS & LCA assessment for 7-ACA synthesis. Industrial Biotechnology, Vol.4 (2) : 180-192(2008).*당사1단계효소법의공정과수율을참고문헌의데이터에적용하여계산한수치임.

구분 기존효소법 당사효소법 증감율
1. 생산수율(W/W, %) 46 60 30%
2. 전체에너지 소비(MJ/kg 7-ACA) 1,855 1,431 △23%
3. 폐기물처리 에너지(MJ/kg 7-ACA) 211 162 △23%
4. CO₂방출((kg CO₂, equivalent/kg 7-ACA) 205 158 △23%

Antibiotic medium body

02 바이오 제약사업 특수효소 사업

DX0
2019~2020년: K사 기술검증및 Scale Up 진행 중
Scale Up 결과에따라기술료금액가변적(최소매출금액만반영)

DX2
2021년 하반기에사업화성공전망, 원가절감기대
K사와협력, 상용화시기를단축



02 바이오 제약사업 특수효소 사업
I 수년간 축적된 유전자 진화 및 효소고정화 기술(Novozymes은 비고정화효소 사업 집중)
I 기존화학촉매를대체하는친환경생물촉매(biocatalyst)
I 제약, 화학, 에너지산업등에사용되는특수효소개발에특화
I 당사효소를이용한API, 의약품, 식품등으로사업확장추진

2000 2005 2010 2015 2020

※ 세계 효소시장은 2020년 약 113억 달러(12.8조원)로 전망

산업용효소특수효소

(단위:백만달러)세계 특수효소 시장 규모

특수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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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제약사업매출 전망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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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효소 기타효소 DX0 D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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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배지 사업

Bio-Works 전략적 투자및 공동사업 추진
바이오 의약 사업 확장: 미래성장동력

Chapter 3바이오 의약소재사업
단백질 정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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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 사업 계획/송도 공장
시장 현황



I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등의제약사의활발한바이오의약품생산(전세계생산Capa의12%)
I 국내대학, 바이오벤처, 연구소에서의활발한연구로향후시장확대예상
I 세계바이오시밀러시장의급성장(한국, 중국, 인도,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미국 등)
I 고객맞춤식레진생산공급(당사경쟁력)
I 국내 유일 정제용 레진 제조사로서 바이오의약 소재 국산화 도전

알칼리 내성 Protein A (원천기술) 2019년 출시
알칼리 내성이 증가된 변이 면역글로불린 결합단백질 (특허등록)
불순물 제거능 우수 항체 정제용 친화성 레진 (특허 출원 PCT/KR2019/0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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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Incubation time(hrs)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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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리내성 증가
A (wild type A domain)

개량
올리고머화

▼Wild type Protein A

▲Alkali-tolerant ProteinA

고순도항체단백질

CHO세포배양

Protein A Resin란?항체의약품용단백질 분리정제과정에서필수적으로사용되는친화성크로마토그래피레진

Target 공정 핵심 기술력

03 바이오 의약 소재사업 단백질 정제사업

담체+Protein A    → Protein A Resin

기회 요인

CHO 세포란?햄스터의난소조직에서 분리한포유류세포로바이오의약품개발에이용

15



Bio-Works 전략적 투자 및 공동사업 추진
스웨덴 단백질정제 전문기업 Bio-Works Technologies AB에 전략적 투자 (지분율 9.9%)

LABBSKALA - “BABY BIO”Lab scale - “Baby Bio” “PILOTSKALA”Pilot Scale INDUSTRIELL SKALAIndustrial Scale

81-3 manader / months 84-12 manader / months 810-24 manader / months
● Lab test
● Volym: 5 ml / 1 liter

● Processutveckling Process Test
● Volym: 70 liter

● Process Scale Up
● Volym: 300 liter

당사는 “알칼리 내성
Protein A 단백질” 생산
공급, Bio Works사는
“Protein A 레진” 생산
(ISO9001, RSF)
당사Bio Works사 단백질
정제용레진판매(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IEX,  
SEC, Affinity, IMAC 등

Bio-Works사와공동사업 추진

I Bio-Works 사는 Affinity, Ion exchange, Size exclusion, Immobilized metal ion  affinity chromatography 전용 resin 생산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
I Agarose 레진파트너 확보당사는 스웨덴의 생명공학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agarose 레진 생산 파트너를 보유하게 되었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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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의약 사업 확장: 미래성장동력

RESIN
CDO CMO

MEDIA 인천 송도
● 세계2번째 바이오의약품 생산용량
● 삼성, 셀트리온생산시설 위치
● 인천시바이오헬스벨리 구축예정
● 인천경제청바이오클러스터 조성계획발표(2019.07)

바이오의약품소재국산화사업

● 바이오의약품 정제용 레진
● 해외 선진기술 이전

(Bio-Works)
● Resin 생산시설 구축 (송도)

● 전임상 시료 생산
● 바이오의약품 생산
● 국내 CMO회사인

E사와 협력

● 동물세포 배양용 배지
● 맞춤형 배지 제조
● 해외 선진기술 이전(Artiabio)
● Media 생산시설 구축 (송도)

● 세포주(MCB) 개발
● 생산공정 확립(Upstream & Down stream)
● Documentation
● 2019년 하반기 사업 시작

바이오 의약 소재사업(Vision)
One-stop CDMO 사업

17

03 바이오 의약 소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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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위:억달러)글로벌 배지 시장규모

※ 출처: Culture media market by type, Allied market research 

CAGR 
8%

세포 배양 배지 사업
03 바이오 의약 소재사업

I 배양체가필요로하는영양물질에특수한목적을위한물질을넣어혼합한것
I 세균의 증식, 보존, 수송 등을 위해 사용되는 액체 또는 고형의 재료
I 배지성분(산소, 아미노산, 비타민, 지방, 미네랄)을 혼합, 균질화, 제형화 공정 후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사용
I 바이오의약품 생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

기회 요인
바이오 시장 확대 및 배지 국산화
• 국내바이오의약품시장확대로배지수요증가

→ 세계2위, (생산CAPA 12%)
• 현재 대부분배지는수입에의존

→ 국내바이오의약품기업의수출확대에따라배지국산화필요성증가
배지 성분 제조 및 판매 경험 有
• 분말형태배지성분(NAG)생산및판매경험

→   바이오의약품 생산用, 운송및보관용이(분말형태)
→   효소이용한 친환경고순도제조공법
→   글로벌제약사3곳에공급중
→   분쇄/혼합제형화기술보유
→   GMP 생산시설보유

※ NAG 생산라인현황
국내 유일 배지 생산 및 공급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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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배지 사업 계획/송도 공장

배지국산화과제

I Artiabio JV 계약을 통해 배지 제조 기술 확보
I 마일스톤 형식으로 단계별 기술 이전 진행
I Artiabio사 CEO Sadttin Ozturk 박사, 당사 CTO로 부임하여 기술 개발 총괄

I 배지 국산화 국책과제 선정(총 231억 규모)
I 분쇄 혼합 제형화 기술 기반 생산 공정 확보 및 기술 개발
I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업 수요 기업으로 참여

GMP grade
생산공정 설계

공장 부지 확보

연구소/생산공장 착공
Validation&시운전

[2021 Q1~Q2]

GMP grade 분말배지
시제품 생산

[2023 Q1~Q2][2022 Q3~Q4]

[2020 Q3~Q4] 

[2020 Q2]

공장 설립계획

● 생산시설
-원료 및 제품창고, CMO실,  배지, 레진 및 단백질 제조실
- 약 2,500평

● 연구시설
- 분석실, 연구실, 기타 부대시설
- 약 4,000평

● 생산규모
- Batch 당 1,000kg 예정

03 바이오 의약 소재사업

Beyond CellJ.V between Amic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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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I 2017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2,170억 달러, 2024년 3,880억 달러 전망(CAGR 9%)
I 2024년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비중 32% 달할 것으로 전망
I 2018년 정제용레진시장은19억달러

시장 현황

※ 출처: KoBIA 바이오의약품산업동향보고서(2019.12)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백신

혈장분획제제
혈액제제

기타

국내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백신 시장 ’18년 1조,3417억원
(전체 바이오의약품 시장 중 62% 차지)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제별 시장 현황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전망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입 규모

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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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십억달러,%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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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시장규모바이오의약품비중

0

1,000

2,000

3,000
수입수출

1,975
2,411

2,773

7,674  억원
5,743억원

4,184억원
2,624억원

812억원

1,064 1,369 1,559
911

1,042 1,214

03 바이오 의약 소재사업



헬스케어 시장
헬스케어 사업
추진사항

Chapter 4헬스케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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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

헬스케어 시장

세계 건강기능식품시장규모

04 헬스케어 사업

I 세계건강기능식품2019년기준1,748억달러규모이며, 2025년2,757억달러전망
I 지역별로2018년기준미주지역전세계건식시장의42%, 아태지역36% , 유럽19% 차지
I 글로벌 콜라겐 시장 CAGR 6.5% 성장 예상, 2025년 66억달러 이를것으로 전망
I 황사, 미세먼지, 각종바이러스로인해면역증강을위한건강기능식품관심증가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규모

2019 2020E 2021E 2022E        2023E           2024E          2025E

※ 출처: Statista, Global  functional  food market revenue 2019-2025,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보고서

시장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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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188.6 203.4 219.5

단위:  10억달러

0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위:  억원

174.8

236.9 255.9 275.7

35,000
41,728 44,268 45,821

CAGR 
8%

CAG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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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사업
I 고부가가치바이오건강신소재판매를바탕으로안정적현금창출
I 자연으로부터얻은건강한원료→ PI&DCI (콩과류식물인캐럽), NAG & 키토산(동해안홍게), 콜라겐CP/CTP (어린, 어피(생선))
I Global Standard 기준의품질관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기준(GMP), 미국FDA, HACCP 인증의제조시설
I B2C 완제품사업: 적극적인홍보전략으로소비자접근도 상승

바이오신소재(B2B) 완제품사업(B2C)

ODM/기타PI/DCI(pinitol/D-Chiro-inocitol)
• PI : 식약처간 건강 기능성개별인정형

원료 (2019.05 등록)
• DCI : PCOS(다낭성난소증후군), 여성

배란/  호르몬건강/ 대사증후군 개선

헬스&뷰티 사업매출구성 및 계획 주요제품

04 헬스케어 사업

헬스케어 2021년까지 약 600억원, 2023년 1350억원 기대
제조단가, 기능성 차별화로 경쟁력 증대 (B2C)
(K-뉴트라)의 판매망 확대 및 마케팅강화

•매출구성
→ 국내영업: ODM, OEM
→ K-뉴트라(브랜드): 홈쇼핑, 온라인

CP/CTP(collagen peptide - tripeptide)
• 효소공법으로제조한저분자콜라겐

체내흡수 용이(평균분자량500Da)
• 피부미용소재(피부주름개선, 유연성

증가 탄력증진등)
• 연골, 뼈, 혈관, 치아및머리카락등에

도움을 주는건강소재

NAG(N-acetylglucosamine)
• 식약처관절및 피부보습건강기능성원료

(효소공법 제조)
• 2011년 세계일류상품으로지정(지식경제부)  

글루코사민 대비 생체이용률 3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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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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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 2020E 2021E
CP/CTP

2019
PI/DCI NAG ODM B2C(K-뉴트라)

단위:  백만원

38,021

60,000

26,05221,466

CAGR 
41%



추진사항

● CP/CTP- 문산 제1공장: 140t →400t (2019.10)- 중국 청도 공장: 300t (2019.12)
● DCI/피니톨(PI)- 문산 제1공장: 27t →60t (2019.2)   ● 건기식 소재 개별인정형추진- 개별인정형 승인 완료(2건)  

NAG(피부, 관절 건강)  PI(간 건강)
- 개별인정형 추진(3건)CTP 관련 2건(피부보습, 주름개선)  

식품효소 1건(체중조절)

글로벌수요증가에따른생산능력 증대 헬스 케어

04 헬스케어 사업

R&D를 통한과학적 데이터 축적

● Global Capacity 확대- 콜라겐 원료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 글로벌 진출 가속화

● 베트남 JV- 베트남 N사와 메기어피 젤라틴 공장 설립 JV 체결 (연간 800t 규모)- 원료의 안정적 수급- 베트남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K-Nutra 사업 확대
● E-커머스 확대- 온라인 유통 확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조직 구성원 강화(홈쇼핑팀/온라인팀분리)

● 브랜드 마케팅- 제품 라인업 강화콜라겐 외 Cash cow 확보- 건강식품브랜드 입지 구축원료사가 만든 건식 브랜드 포지셔닝
● 관계사 시너지- *종속사연계 시너지 확보

산동애미과생물 기술유한공사

(주)스킨매드 (주)아미코젠씨앤씨

(주)아미코젠퍼시픽 비거트유산균(주)

*종속사 *제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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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04 헬스케어 사업

I 2020년 베트남 콜라겐 원료 JV 생산공장 설립 예정
I 콜라겐 원료인 젤라틴 안정적인 공급 기대 및 원가경쟁력 확보
I 베트남 콜라겐 시장확대 및 젤라틴 신규사업 진출 기대

AMINAVICO JV 

NAVICO 회사정보
I 양식장(Tilapia, Pangasius)운영부터 필렛, 어유, 어분에 이르기까지 어류를 기본으로 한 수직계열화 구조로 사업 영위
I 필렛에서 나오는 부산물, 어피를 가지고 당사와 콜라겐 및 젤라틴 사업 확장
I 연간 양식량: 120,000톤(250ha) 신규 양식장 준비중 연간 양식량 250,000톤(600ha)
I 주요수출국가 : 유럽(14%), 중국(30%), 아세안(20%), 멕시코, 콜롬비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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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아미코젠(차이나)바이오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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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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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Amicogen(China)Biopharm Co.,Ltd.

I 2010년부터본사와사업협력(CX)
I 2015년9월 중국국영제약사인수
I API & Green API, 동물의약품,  인체의약품, 레진,  바이오효소생산및판매

● 대지면적: 약 6만평 (산동성지닝시High Tech Park 소재)
● 인력약 800명
● 의약원료GMP 공장 5개동
● 동물약품(완제)  GMP 공장 2개동
● 인체의약(완제)  GMP 공장 1개동
● 레진(resin) 공장 1개동
● 용매회수공장(2개 동), Power Plant

05 아미코젠(차이나)바이오팜

27

아미코젠차이나 실적 현황 공장 전경

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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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API&기타 완제의약 레진 특수효소
2016 2017 2018 2019

73,145

53,628
58,952 62,562

55,108

2015

단위:  백만원

2019년매출액전년대비6%증가
5개년평균영업이익률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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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API) 사업 완제의약품 사업

레진사업 고정화효소 및 Green API 사업

사업 현황05 아미코젠(차이나)바이오팜

아미코젠차이나

• 제품별 높은 시장점유율
• 첨단 API의 무균 생산시스템
• 높은 수준의 품질보증 능력
• 제품 현황

• 동물약품(완제품)
- 첨단 API 무균 주사제 및 경구용 완제품의

높은 품질로 시장 확대 중
• 인체의약품(완제품) 

- 허가 임상실험 중 (2020, 2021년 등록예정)
• 제품 현황

•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API 분리 정제용
흡착레진사업

• 제품 현황
• 제약용 고정화효소의 높은 품질과 시장점유율

- 한국 아미코젠㈜ 고정화효소 수입판매
- 자체 개발, 생산 및 판매 추진 중

• 본사 개발 특수효소(DX)를 이용한 효소법 API 사업
• 제품 현황

*인체용 API
Aztreonam 
Cefodizime Sodium
Cefdinir 
Biapenem
Propacetamol HCl

*동물용 API
Ceftiofur Sodium
Ceftiofur HCl 
Ceftiofur free acid 
Cefquinome Sulfate
Tulathromycin

의약용. 식품용, 수처리 레진
효소 고정화용 담체
Agarose 레진
Dextran 레진

Ceftiofur Sodium, vial, Ceftiofur HCl, bottle
Ceftiofur Free acid
Cefquinome Sulfate,       
Ivermectin vial
Ampicillin Sodium, vial
Tulathromycin 

Amoxocillin, Cephalexin, Cefaclor, Cefadroxil 합성효소
Penicillin acylase
Lipase



사업 현황

● 가축의 호흡기 질환(BRD)치료에 사용되는 매크로라이드 항생제
● Pfizer Inc. 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Draxxin 이라는 상표로 판매
● 아미코젠차이나는 2019년 원료의약품으로 국제법규시장에 등록
● 현재 Tulathromycin 연간 API 3톤 CAPA → ‘21년까지 30톤 규모 증설 예정
● 동물 완제 및 API 사업이 향후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 TulathromycinAPI 매출 21년 말 300억예상

Tulathr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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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아미코젠(차이나)바이오팜
사업부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종속사 및 관계사 현황
㈜아미코젠퍼시픽
㈜스킨메드
㈜클리노믹스
사업장 소개
재무제표(연결, 요약)

Chapter 6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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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자임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아미코젠씨앤씨 아미코젠퍼시픽 스킨메드비거트유산균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셀리드 클리노믹스 LabmasterBio-Works

아미코젠아미코젠

69.54% 37.64%64.48% 9.38% 14.33%전환사채
(3.5억원)

지파워

12.5%

AK*

아미코젠(차이나)
API, 완제의약품, 레진,고정화효소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다단계 판매

주요 종속사(연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중국 유통

키틴/키토산 생산

식물성 유산균 제조 및 판매

난치성,희귀성 안질환 치료제개발

지분구조
종속사 및 관계사 현황06 Appendix

연결 및 FVPL 적용 회사
유전체 분석 장비 개발 및판매

Cosmeceutical 화장품개발 및 판매

FVPL

아미코젠 출자
하부 계열회사(손자회사)

전략 사업군(SBG, Strategic Business Group) 구분
바이오텍
헬스케어
정밀의약

아미코젠파마

6.20%54.76% 87.64% 100% 50.95%

70%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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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코젠퍼시픽
I 아미코젠의계열사및 관계사의제품과서비스의네트웍유통
I 기술과결합된제품의유통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매출액 50억원 77억원 95억원 174억원 279억원

증가율(%) - 56% 23% 189% 60%
이익 (4.1억원) (6.0억원) (5.4억원) 13.9억원 (30억원)

항노화
● 아미코젠과연계
● 다이어트및 디톡스: 세븐데이즈
● 피부노화:스킨포스콜라겐
● 두뇌건강:메모리키퍼
● 갱년기: 미스터포뮬라,우먼스포뮬라

항노화 및 전문화장품(Pierte, Ph Drop, Acne)
● 스킨메드와연계
● 무자극화장품
● 피부균형, 장벽보호, 알러지및 여드름용

유전자 맞춤형 제품(XANADU)
● 외형적특징맞춤형제품: 맞춤형 에센스
● 내형적특징맞춤형제품: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유전자 검사(DTC)
● ‘16년6월非의료기관직접유전자검사실시허용
● 클리노믹스와연계
● 12개검사항목(체질량지수,콜레스테롤등)의46개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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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메드
I 2008년 주요대학의피부과교수6명과개업의사30여 명 창업
I 2015년 7월 당사인수: 자회사편입(자산약 56억) → 기술개발과사업개발추진
I 당사헬스케어사업의일환(더마화장품& 난치병피부치료제개발)

● 보톡스 대체제 개발 (특허출원)
- 바르는 보톡스: 안전성과 편리성증가

● 경피흡수기술 개발 (특허등록)
- 기존 경구용 약물을 피부도포제로 개발
- 탈모치료제 개발
- 아토피, 건성 치료제개발
- 피부암 치료제 개발

● 대전 본사 신축 및 연구센터설립(’19년 11월)
●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판매 활성화
①피부연관(노화/색소/탄력/비타민C) 

유전자분 석서비스(“클리노믹스”와 협업, DCT) 
병원, 방문 판매 마케팅에 활용

②제품 위탁을 통한 신규 거래선 개척 활동
● 연구센터설립에따른임상연구서비스확대
● 줄기세포링클크림홈쇼핑내년상반기런칭 예정

피부치료제의약개발

사업현황

(단위:백만원)매출현황 사업 내용및 현황

0

1,000

2,000

3,000

4,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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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노믹스

Clinical Genomics

Liquid Biopsy (혈중암세포 분석)

I 2011년김병철박사/이규상박사/박종화교수창업
I 액상생체검사(Liquid biopsy) 및바이오인포메틱스전문진단바이오벤처
I 2020년코스닥상장목표

혈중 암세포 (CTC, circulating tumor cell) 제품 및 제품개발
혈중 암 DNA (ctDNA, circulating tumor DNA) 분리기술 (CD-Prime™)
암 단일세포 및 유전체 분석: 혈액에서 단일 암세포로 분리

Cancer panel 분석, 유전체 분석
정확한 암진단, 암치료 모니터링 및치료에 지표 제시

(1) 폐암/대장암동반진단(중국아모이사와협력) -ROS1 신의료기술승인(폐암)
(2) 대장암조기진단임상: 액체생검대장암조기진단, 2020 신의료기술승인목표
(3) CTC/ctDNA 분리장비(임상실험중)

①암진단: 혈액으로부터암세포분리/유전자검사-> 암진단
②암모니터링: 항암제투여후치료효과모니터링

(혈중암세포counting 및암유전자변이분석)
③조기암진단: 혈중암세포분리/유전자분석

(바이오마커검출 및 영상학적 진단 이전의 초기상태에서 조기 암세포분석및진단목표)
(4) 혈중암세포의Cancer panel 및유전체분석서비스: 암단일세포기반분석
(5) 단세포기반의유전체NGS 진단장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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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개

진성공장(진주)
● 경남 최초 건식GMP
● 경남 진주 진성공장
● N-아세틸글루코사민,  

완제품 생산(ODM/OEM)

문산제1공장(진주)
● 건식 GMP 승인
● 美 FDA 실사통과
● 특수효소(CX, SP),  바이오신소재(DCI/PI 외) Protein A, G, L 생산

문산제2공장(진주)
● 곡물발효효소 생산
● 죽염 생산

바이오텍R&D센터(진주)
● 바이오텍연구소
● 대사공학연구소

서울지점(판교)
● 국내/해외영업,기획, IR
● 헬스케어연구소
● 단백질정제연구소

해외 지사

본점·지점

Amicogen(China)Biopharm
• 중국산동성위치
• 동물용, 인체용원료의약생산및판매
• 동물의약품 GMP 인증획득
• EU GMP/ 美FDA 실사통과

Shandong AmicogenBiotechnology
• 중국산동성위치
• 효소기반바이오신소재&완제품판매

Qingdao CTP 공장
• 중국청도위치
• 콜라겐원료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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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30,423 81,535 55,056 72,544 75,293 92,005

비유동자산 23,944 78,309 91,275 90,971 155,921 145,397
자산총계 54,367 159,844 146,330 163,515 231,214 241,401
유동부재 4,030 46,631 35,530 45,342 53,360 65,539

비유동부재 318 2,967 3,643 2,251 17,565 17,457
부채총계 4,348 49,598 39,172 47,592 70,925 82,993
자본총계 50,019 110,246 107,158 115,922 160,289 158,408

부채와 자본총계 54,367 159,844 146,330 163,515 231,214 241,401
매출액 27,332 32,457 68,968 73,665 94,522 115,181

매출총이익 13,988 11,929 23,278 24,800 30,523 48,496
판매비와 관리비 4,555 9,591 19,570 22,904 28,298 50,679

영업이익 9,433 2,337 4,117 1,896 2,225 (2,183)
법인세차감전이익 9,388 3,077 2,517 (4,943) 53,132 (880)

당기순이익 7,513 2,538 1,902 (3,575) 41,447 (237)

(단위: 백만원)

연결 재무제표06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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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연결 재무제표

구분 2019 2Q 2019 3Q 2019 4Q 2020 1Q 2020 2Q YoY QoQ
매출액 24,432 20,702 44,289 25,228 30,318 24% 20.1%

매출원가 15,299 13,450 20,102 15,053 18,604 21.6% 23.6%
매출총이익 9,134 7,251 24,187 10,175 11,714 28.2% 15.1%

매출총이익률 37% 35% 54% 40.3% 38.6% - -
판매관리비 11,029 8,852 22,800 10,541 9,800 -11.1% -7%
영업이익 -1,895 -1,601 1,363 -366 1,914 흑자전환 흑자전환

영업이익률 -7.8% -7.7% 3.1% -1.5% 6.3% - -
세전이익 -30,974 -15,272 13,981 -11,804 31,370 흑자전환 흑자전환

당기순이익 -24,296 -12,121 11,318 -9,578 24,666 흑자전환 흑자전환
순이익률 -99.4% -58.6% 26% - 46.8%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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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제표

구분 2020 2Q 2019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아미코젠(연결) - 55,546 1,548 15,088 115,181 (2,183) (237)
아미코젠(본사) - 17,424 1,778 10,335 32,972 (233) 333
바이오제약사업 - 1,826 6,103

바이오의약소재사업 - 343 842
헬스케어사업 - 15,255 26,026

종속사 43,018 17 (900) 99,321 (1,489) (2,804)
아미코젠차이나 50.95% 32,291 2,326 1,859 62,675 3,071 2,291
아미코젠퍼시픽 64.48% 6,593 (1,390) (1,754) 27,885 (2,474) (2,955)

스킨메드 37.64% 2,614 124 113 4,094 (619) (630) 
기타 종속사 1,520 (1,043) (1,118) 4,668 (1,469) (1,511)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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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본 자료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장래의 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것이며, 투자 권유
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에 관한 실적 목표 및 그 외의 사항의 실현달성 등에 관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당
사의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 및 투자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에 따르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장래와 관계되는 모든 기술내용(사업계획에 관한 실적 목표도 포함하지만 거기에 한정되지 않
습니다)은 현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던 당사의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며, 장래의 경제환경의 변
화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의 전제 조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및 그 외 여러 가지 요인의 변화에 의해 실제의 사
업 상태나 실적 등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자료의 기재 내용과 크게 다를 가능성이있습니다.

http://www.knutra.com



아미코젠(주)

www.amicogen.com

THANK YOU

http://www.knutr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