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치엘비(028300) 

 

 

 

Corp. Day 후기: 위암 임상 3상 5월 임상결과 발표 예정 

 

리보세라닙에 대한 뜨거운 관심 확인 
에이치엘비는 지난 13일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Corporate day를 진행했다. 투자

자는 리보세라닙 임상 타임라인, 출시전략, 적응증 확대 등에 관심이 많았다. 리보

세라닙이 중국에서 이미 처방되고 있어 효능과 임상 실패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   

 

위암 임상 3상 5월 임상결과 발표 예정 
리보세라닙은 위암(3차 치료제) 적응증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 중이다. 임상

3상은 1, 2차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

닙과 최적 지지요법을 투여 받은 대조군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시험으로 전세

계 12개국에서 진행한다. 에이치엘비의 자회사인 LSK Biopharma는 2018년 10

월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환자 모집을 완료했으며, 예정대로 통계분석을 진행하여 

2019년 5월 중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2019년 

하반기에 FDA에 NDA를 제출할 예정이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국가들을 시작

으로 2020년부터 글로벌 시판허가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보세라닙 판

매 전략은 지역별로 다를 전망이다. 미국은 직접 판매 혹은 동시에 co-

marketing, 유럽은 co-marketing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라이센싱 아웃을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한다. 파트너사는 NDA 신

청 후 가시화될 전망이다.  

 

리보세라닙+PD-1 병용임상(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진입 기대  
리보세라닙+PD-1 병용임상 글로벌 임상 3상 진입이 기대된다. LSK Biopharma

는 중국 항서제약과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이 개발한 면역관문

억제제 캄렐리주맙 병용임상을 진행한다. FDA와 임상 2상을 건너뛰고, 바로 임상 

3상 진입을 논의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 결정될 예정이다. 항서제약은 비임상 시험 

및 초기 임상을 통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에서 시너지 효과를 확

인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병용임상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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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Data 

KOSPI(3/13) 2,148 

주가(3/13) 88,200 

시가총액(십억원) 3,461 

발행주식수(백만) 39 

52주 최고/최저가(원) 139,900/45,500 

일평균거래대금(6개월, 백만원) 73,166 

유동주식비율/외국인지분율(%) 83.9/12.8 

주요주주(%) 진양곤 외 5 인 15.8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7.6  (17.3) 88.5  

KOSDAQ 대비(%p) 5.5  (8.2) 103.3  
 

주가추이 

 
자료: Fn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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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증감률 EBITDA  PER EV/EBITDA PBR ROE DY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원) (%) (십억원) (x) (x) (x) (%) (%) 

2013A 21 (5) (9) (354) NM (3) NM NM 3.5 (47.5) - 

2014A 37 0 (3) (113) NM 2 NM 101.5 8.8 (14.6) - 

2015A 38 (6) 13 384 NM (4) 56.3 NM 8.7 23.3 - 

2016A 30 (21) (13) (373) NM (19) NM NM 5.3 (15.2) - 

2017A 23 (26) (17) (462) NM (24) NM NM 18.1 (19.9)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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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028300) 

 

기업개요: LSK Biopharma의 주인  
에이치엘비는 합성수지선 건조, 구명정 제조 등 선박건조 사업을 하는 업체다. 자

회사 LSK Biopharma가 개발중인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 가치가 부각되면서 바

이오주로 인식되고 있다. LSK Biopharma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업체로 자체적인 신약 후보 물질의 초기 발굴 및 연구 단계 

없이 외부에서 신약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아 임상 개발한다.  

 

 
<표 1> LSK Biopharma 주요 연혁  

   

2005년 7월 LSK Biopharma 설립 

2007년 12월 리보세라닙 기술이전계약 체결(중국을 제외한 세계판권 취득) 

2009년 1월 부광약품과 리보세라닙 기술이전 체결(유럽, 일본, 한국에 대한 판권이전 계약) 

2011년 11월 미국 FDA로부터 미국/한국 다국가 임상 1상/임상 2상 a 시험을 위한 IND 승인 

2012년 4월 리보세라닙 다국가 임상 1상 시작 

2014년  8월 리보세라닙 다국가 임상 1상 종료 및 2 상 a 시작 

2015년 8월 BTK 저해제(LSK-9985) 기술도입 

 10월 
리보세라닙 다국가 임상 2 상 a 종료, 부광약품으로부터 유럽, 일본 판권회수(한국에 대한 

판권만 유지) 

2016년 2월 리보세라닙 국내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위암) 

 7월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미국 FDA와의 End-of-Phase 2(EOP2)미팅 마무리 

2017년 1월 리보세라닙 한국/일본 글로벌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3월 리보세라닙 유럽 EC 희귀의약품 지정(위암) 

 5월 리보세라닙 미국 글로벌 임상 3상 개시방문 실시 

 6월 리보세라닙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위암) 

 12월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Opdivo 병행임상시험 시작 

2018년 1월 새로운 국제공식 명칭 "리보세라닙" 등록완료(Apatinib Mesylate → 리보세라닙) 

 6월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Keytruda 병행임상시험 시작 

 10월 리보세라닙 임상 3 상 환자 모집 완료 

자료: 에이치엘비,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에이치엘비 지배구조   [그림 2] 에이치엘비 지분구조 

 

 

 
주: 2018년말 기준 

자료: 에이치엘비, 한국투자증권 
 

주: 2018년말 기준 

자료: 에이치엘비, 한국투자증권 

에이치엘비

LSK Biopharma

Life Liver

에이치엘비생명과학

LSK Investment Shinhwa Advance

62.2% 10.3%

9.1%

98.6% 68% 100%

진양곤 외

5인

16%

기타

84%



 
 
 

 

 3 

에이치엘비(028300) 

리보세라닙 이해하기 
리보세라닙은 선택적 VEGFR-2 저해제다. 즉 새로운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

급받아 커지는 암의 진행을 막는다. 암세포는 특유의 무한 증식능력을 가지고 있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암세포는 막대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필요로 한다. 

암 미세환경은 주변혈관에 계속적으로 신생혈관형성 인자인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분비하며 VEGF는 혈관 내

피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VEGFR-2 수용체에 붙어 혈관성장을 촉진한다. 리보

세라닙은 VEGFR-2를 억제해 VEGF가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

생혈관형성을 억제해 암세포 증식과 전이를 막는다.  

 

 
LSK Biopharma는 중국을 제외한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리보세라닙은 Amgen의 수석연구원이었던 Paul Chen이 개발한 항암제다. 

중국 제약사 항서제약은 Paul Chen이 설립한 Advanchen으로부터 2005년 리보

세라닙의 중국 판권을 사들였다. LSK Biopharma는 2007년 Advanchen에서 리

보세라닙의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를 확보했다. 부광약품은 2009년 LSK 

Biopharma로부터 한국 판권 및 일본·유럽 일정 권리(14.5%)를 취득했으나, 

2018년 8월 400억원에 HLB 자회사 HLB생명과학에 권리를 양도했다.  

 

  

[그림 3] VEGFR-2를 저해하는 리보세라닙 

 
자료: 에이치엘비, 한국투자증권 

[그림 4] LSK BioPharma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 보유 

 
자료: 한국투자증권 

Advanchen

항서제약

(중국 판권)

LSK Biopharma

(글로벌 판권, 한국·중국

에이치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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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028300) 

항서제약을 통해서 확인한 리보세라닙의 가능성 
항서제약을 통해서 리보세라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리보세라닙은 중국에서 이

미 시판되어 연간 3억달러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항서제약은 2014년부터 

Aitan(중국 제품명)을 중국에서 위암 3차 치료제로 판매했다. Evaluate Pharma

에 의하면 Aitan 매출액은 2014년 1천만달러에서 2018년 3억달러를 달성했다. 

Aitan 매출은 적응증 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항서제약은 폐암, 간암 

등 22가지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중에 있으며 캄렐리주맙 병용 임상도 7

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대되고 있는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의 적응증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임상이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적응증은 간암(1차 치료제), 대장암(3차 치료제), 위암(2차·3차 치료제)

이며 올해 안에 추가 적응증 3개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회사는 위암(2차 치료제) 

적응증 대상으로 리보세라닙과 기존 항암제 파크리탁셀을 병용요법으로 국내 임

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장암(3차 치료제)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 

2상 진입을 준비중에 있다. 대장암 역시 병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병용 의약품

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5] Aitan 2018년 매출은 3억달러로 추정됨  

 
자료: Evaluate Pharma,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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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및 용어해설 

에이치엘비는 합성수지선 건조, 구명정 제조 등 선박건조 사업을 하는 업체다. 자회사 LSK Biopharma가 개발중인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 가치가 부각되면서 바이오주로 인식되고 있음. LSK Biopharma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업체로 자체적인 신약 후보 물질의 초기 발굴 및 연구 단계 없이 외부에서 신약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아 임상 개발에 집중하는 업체임. 

[그림 6] 에이치엘비의 파이프라인 

 
자료: 에이치엘비, 한국투자증권 

[그림 7] 향후 임상 타임라인  

 
자료: 에이치엘비,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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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유동자산 19 35 30 27 35 

현금성자산 1 10 4 9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 9 6 4 4 

재고자산 5 8 5 4 4 

비유동자산 17 20 155 160 153 

투자자산 3 5 10 15 13 

유형자산 14 13 11 11 10 

무형자산 1 1 131 131 127 

자산총계 36 54 185 187 188 

유동부채 18 22 24 15 4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 6 7 7 9 

단기차입금및단기사채 11 8 7 6 32 

유동성장기부채 1 7 10 1 0 

비유동부채 2 9 46 47 32 

사채 0 0 0 6 0 

장기차입금및금융부채 2 8 5 0 4 

부채총계 21 31 71 63 75 

  지배주주지분 16 24 85 89 77 

자본금 12 14 17 18 18 

자본잉여금 19 28 72 87 93 

기타자본 (15) (15) (14) (13) (13) 

이익잉여금 0 (3) 10 (3) (20) 

  비지배주주지분 (1) (1) 30 35 36 

자본총계 16 23 114 124 114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매출액 21 37 38 30 23 

매출원가 18 31 32 26 21 

매출총이익 3 6 6 4 2 

판매관리비 8 6 12 25 28 

영업이익 (5) 0 (6) (21) (26) 

금융수익 0 1 1 3 1 

  이자수익 0 0 1 1 1 

금융비용 1 2 4 2 9 

  이자비용 1 2 3 1 4 

기타영업외손익 (3) 0 (5) (3) (1) 

관계기업관련손익 (0) (1) 24 (1) 2 

세전계속사업이익 (9) (2) 11 (23) (33) 

법인세비용 0 0 0 0 (12) 

연결당기순이익 (11) (3) 10 (23) (2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9) (3) 13 (13) (17) 

기타포괄이익 0 0 0 0 (3) 

총포괄이익 (11) (3) 11 (23) (24)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8) (3) 13 (13) (18) 

EBITDA (3) 2 (4) (19) (24)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영업활동현금흐름 (4) (4) 1 (10) (19) 

당기순이익 (11) (3) 10 (23) (2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 2 2 1 1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0 

자산부채변동 (0) (5) 4 4 1 

기타 5 2 (15) 8 0 

투자활동현금흐름 (3) (5) (55) (3) (13) 

유형자산투자 (1) (2) (3) (2) (2) 

유형자산매각 0 0 0 0 0 

투자자산순증 (3) (3) (18) (1) (11) 

무형자산순증 (0) (0) (1) (1) (0) 

기타 1 0 (33) 1 0 

재무활동현금흐름 7 19 48 18 30 

자본의증가 5 5 42 21 1 

차입금의순증 2 14 6 (1) 29 

배당금지급 0 0 0 0 0 

기타 0 0 0 (2)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 (0) 10 (6) 5 (2) 

주: K-IFRS (연결) 기준 

 

주요투자지표 

 2013A 2014A 2015A 2016A 2017A 

주당지표(원)      

EPS (354) (113) 384 (373) (462) 

BPS 678 877 2,483 2,491 2,140 

DPS 0 0 0 0 0 

성장성(%, YoY)      

매출증가율 (59.7) 78.7 3.4 (21.6) (23.7) 

영업이익증가율 NM NM (1,746.5) NM NM 

순이익증가율 NM NM NM NM NM 

EPS증가율 NM NM NM NM NM 

EBITDA증가율 NM NM NM NM NM 

수익성(%)      

영업이익률 (25.7) 1.0 (15.5) (69.7) (113.5) 

순이익률 (41.1) (7.9) 32.9 (43.8) (71.8) 

EBITDA Margin (14.9) 5.9 (10.9) (64.4) (106.4) 

ROA (25.0) (7.2) 8.7 (12.5) (11.4) 

ROE (47.5) (14.6) 23.3 (15.2) (19.9) 

배당수익률 - - - - - 

배당성향 NM NM 0.0 NM NM 

안정성      

순차입금(십억원) 6 7 4 (6) 9 

차입금/자본총계비율(%) 87.0 100.1 19.8 10.8 31.8 

Valuation(X)      

PER NM NM 56.3 NM NM 

PBR 3.5 8.8 8.7 5.3 18.1 

EV/EBITDA NM 101.5 NM NM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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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내역 

종목(코드번호)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대비 

에이치엘비 (028300) 2019.03.11 N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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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 

 당사는 2019년 3월 14일 현재 에이치엘비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시장 지수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 

• 매    수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 

• 중    립 : 시장 지수 대비 -15∼15%p의 주가 등락 예상 

• 비중축소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 

•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 

■ 투자등급 비율 (2018. 12. 31 기준) 

매수 중립 비중축소(매도) 

79.3% 20.7% 0% 

※ 최근 1년간 공표한 유니버스 종목 기준 

■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 

• 비중확대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이 가져갈 것을 권함 

• 중    립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비중축소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

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