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어젠 경영실적
2020년 4분기 및 연간



유의사항

본 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실적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내용 중 일부는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향후 전망과 계획 등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예측정보’는 새로운 정보나 미래의 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에 서술된

재무실적 및 영업성과의 정확성과 완벽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자료작성일 현재의 사실을 기술한 내용에 대해 업데이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

의약품 개발

• 항바이러스 펩타이드 발굴

•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스파이크다운‘ 동물 유효성 평가 완료

• 황반변성 치료제 비임상 실험 완료

펩타이드 특허

• 2020년 신규 특허 등록 국내 7개, 해외 91개 획득

• 2020년 말 기준 특허 등록 국내 81개, 해외 295개, 총 376개

• 2020년 신규 특허 출원 81건 포함 총 652건

BASF 독점공급계약
• 글로벌 화학기업 BASF와 코스메틱 펩타이드 공급에 대한 글로벌 독점계약 체결

• 2021년 2분기부터 항노화, 미백, 항여드름, 항아토피 기능 펩타이드 4종 공급

화성 제3공장 완공

• 화성 대규모 펩타이드 합성 공장 완공 (총 면적 10,575㎡, 투자금액 306억 원)

• 연간 펩타이드 합성 능력 10 ton으로 설계, 국내 1위 펩타이드 합성 생산 제조사로 발돋음

• 건강기능식품 파이프라인 원료 생산 및 펩타이드 원료에 대한 글로벌사 수요 대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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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과제

스파이크다운
임상 완료

• 전임상 완료 후 미국 FDA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임상시험 계획) 제출

• 2021년 말 미국 FDA 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긴급사용) 신청·승인

디글루스테롤
판매 개시

• 식약처 기능성 허가 후 제품 출시

• 글로벌 시장 확대

황반변성 치료제
혁신신약 1상 진입

• 전임상 완료 후 2021년 상반기 중 미국 FDA IND 제출

• 미국 FDA  혁신신약 임상 1상 진입

의료기기 및 원료 물질
수출 확대

• 의료기기 신규 vendor 확보 및 지혈제, CG Styler 600 등 신제품 사용승인 국가 확대

• 화성 대규모 펩타이드 합성공장 및 글로벌 파트너사 통한 원료 수출 확대

동물 전문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 개발

• 비임상 CRO 노터스와 협업을 통해 펩타이드 기반 동물 전문의약품 신약 개발

• 펩타이드 함유 기능성 동물 사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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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파이프라인

구분 적응증 후보물질도출
비임상시험 인허가(식품)

임상시험(의약품)유효성 안전성

식
품

혈당 조절 2021H1

숙취 해소

콜레스테롤 조절

체지방 감소

의
약
품

습성/건성황반변성 2021H1

항바이러스 (코로나19) 2021H1

다한증

통증완화

탈모

비만

건선

상처

관절염

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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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성과 요약

6

4Q19 3Q20 4Q20 YoY QoQ FY2020 YoY

매출 20,933 14,718 17,509 -16.4% 18.9% 60,295 -6.8%

매출총이익 17,656 11,818 13,816 -21.7% 16.9% 48,644 -9.4%

매출총이익률 84.3% 80.3% 78.9% -5.4%p -1.4%p 80.7% -2.3%p

영업이익 14,470 7,965 9,456 -34.7% 18.7% 31,978 -9.6%

영업이익률 69.1% 54.1% 54.0% -15.1%p -0.1%p 53.0% -1.7%p

당기순이익 5,207 6,488 10,726 106.0% 65.3% 31,449 12.2%

당기순이익률 24.9% 44.1% 61.3% 36.4%p 17.2%p 52.2% -8.9%p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 원)

• 2019년에 일시 반영된 4개년도 이월 매출 기저 효과 제거 시 2020년 연간 매출 성장률 +19%

• 코로나19 위기 속 항바이러스 제품 개발에 집중하면서도 기존 사업의 호조로 2020년 영업이익률 53% 시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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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이월 매출 반영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2020년 4분기 및 연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6.8% 감소했으나,

• 헤어 필러의 가파른 글로벌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이월 매출 제거 후 실질적인 연간 매출 성장률은 +19%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 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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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 원)



R&D와 Ca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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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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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자본적지출 및 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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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 원)

2020년 11월
제3공장 완공



연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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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FY2019 FY2020

매출 64,699 60,295

매출원가 11,003 11,651

매출총이익 53,965 48,644

매출총이익율 83.0% 80.7%

판매비와관리비 18,320 16,667

영업이익 35,375 31,978

영업이익율 54.7% 53.0%

기타수익 876 1,869

기타비용 1,095       483 

금융수익 4,915 4,716

금융비용 662 1,995

지분법손익 -48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8,921 36,084

법인세비용 10,902 4,635

당기순이익 28,019 31,449

당기순이익율 43.3% 52.2%

지배기업지분 28,070 31,478

비지배지분 -50,027 -29 

연결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FYE2019 FYE2020

유동자산 177,458 141,519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1,690 15,977

단기금융자산 145,708 112,614

매출채권 2,553 4,878

재고자산 5,446 6,517

비유동자산 54,389 75,037

자산 총계 231,847 216,556

유동부채 9,041 4,592

비유동부채 5,930 6,722

부채 총계 14,971 11,314

자본금 5,372 5,372 

자본잉여금 4,544       4,544 

기타자본 -62,244 -70,029

기타포괄손익 -1,421 -1,431

이익잉여금 270,758 266,704

비지배지분 -133 82

자본 총계 216,876 205,242

부채 및 자본 총계 231,847 216,556



손익계산서 (별도)

(단위: 백만 원) FY2019 FY2020

매출 64,597 60,290

매출원가 10,813 11,651

매출총이익 53,785 48,640

매출총이익율 83.3% 80.7%

판매비와관리비 18,105 16,450

영업이익 35,679 32,190

영업이익율 55.2% 53.4%

기타수익 805 1,868

기타비용 223       3,002 

금융수익 4,914 4,716

금융비용 662 1,995

지분법손익 -622 -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9,891 33,676

법인세비용 10,853 4,635

당기순이익 29,038 29,042

당기순이익율 45.0% 48.2%

재무상태표 (별도)

(단위: 백만 원) FYE2019 FYE2020

유동자산 177,290 140,884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1,560 15,392

단기금융자산 145,670 112,576

매출채권 2,553 4,878

재고자산 5,446 6,517

비유동자산 54,473 75,357

자산 총계 231,763 216,241

유동부채 6,321 4,279

비유동부채 5,930 6,722

부채 총계 12,251 11,001

자본금 5,372 5,372 

자본잉여금 4,544       4,544 

기타자본구성요소 -61,584 -70,157

이익잉여금 271,180 265,481

자본 총계 219,511 205,240

부채 및 자본 총계 231,763 216,240

재무제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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