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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커스 (187420) 

높은 성장성을 갖춘 효소기업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2015년 5월 상장된 효소 전문기업. 효소(enzyme)란 단백질로 만들어진 생체촉매제로, 기존 화학공정 대비 

친환경, 저비용 특성을 갖춤. 효소시장은 향후 성장이 매우 기대되는 산업. 세계 1위 효소 업체 Novozymes에 따르면 효소가 활용

될 수 있는 산업의 약 5%에만 효소가 이용되고 있으며, 즉 20배 잠재 시장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전세계 효소시장 규모는 2014

년 기준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며, 크게 의료용효소(소화제, 항암제, 희귀병치료제 등) 약 6.2조원, 산업용효소(세제, 식품가공, 사

료첨가제, 바이오에너지, 기타 공업가공용 등) 약 4.0조원, 특수효소(진단용, 연구용, 기타 특수 생물전환용) 약 1.8조원 규모를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됨. 

 제노포커스는 효소 개량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미생물디스플레이 기술과, 대량생산으로 원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비발현 기

술 등을 통해 산업용효소인 Catalase와 Lactase, Phytase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 향후 Lipase 제품개발로 의료용 효소까지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제노포커스 예상실적은 2016F 매출액 120억원(+71.4% yoy), 영업이익 25억원(+66.7% yoy), 지배주주순이익 25억원(+47.1% 

yoy). 동종업체가 시장에서 PSR 20배 이상 적용 받고 있다는 점, 제노포커스 역시 향후 2~3년 내에 매출 300억원 이상 가능한 

제품군을 세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실적기준 가치 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 

Key financials 

매출액 
(억원) 

Change 
(%) 

영업이익 
(억원) 

영업이익률 
(%) 

당기순이익 
(억원) 

EPS증가율 
(%) 

PER 
(X) 

PBR 
(X) 

ROE 
(%) 

EV/EBITDA 
(X) 

2012 20  17.6  4  20.0  3  50.0  - - 13.0  - 

2013 24  20.0  2  8.3  1  -66.7  - - 4.3  - 

2014 61  154.2  14  23.0  22  1,262.0  - - 22.8  - 

2015F 70  14.8  15  21.4  17  -51.9  97.1  5.5  5.7  88.6  

2016F 120  71.4  25  20.8  25  47.4  72.7  5.5  7.8  47.3  

2014.12 - - - - - - - - - - 

2015.03 - - - - - - - - - - 

2015.06 13  - 3  20.2  3  0  1,094.7  12.0  0.0  - 

2015.09 16  19.3  5  30.4  8  0  289.7  7.7  2.7  - 

주: 실적은 IFRS 연결 기준, 예상실적은 당사 추정치 
자료: Quanti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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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주가 -

현재가(2/22) 20,350원

KOSDAQ 650.14pt

시가총액 1,819억원

발행주식수 8,940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53,100원

최저가 16,350원

60일 평균거래량 109천주

외국인 지분율 0.8%

배당수익률 (14.12월) 0.0%

주주구성

반재구외 1인 41.2%

주가상승률 1W 1M 3M

주가 10.9% -2.9% -7.9%

지수 4.6% -3.1% -5.1%

제노포커스 주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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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현황 및 전망 

 Catalase: 과산화수소를 무공해적으로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효소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 분해효소를 세계 최초로 개발 글로벌 반도체업체에 납품 중. 2014년 상용화 

이후 연간 35~40억원 매출 발생.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기대되며, 과산화수소 사용량이 특히 많은 3D낸드 고객사 Capa 증설 및 고객 다변화에 따라 매출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 기존 과산화수소 분해 방식은 중아황산, 망간 등 화학적 분해로 2차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추가 발생. 반면 효소를 활용한 바이오수처리 공정은 친환경적 공법으로 환경규제

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분위기 상 기존 화학분해방식을 점차 대체해 나갈 것으로 기대. 

 Lactase: 갈락토올리고당(GOS: galacto-oligosaccharide)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 GOS는 모유 내 면역증강 물질로 프리미엄 조제분유, 유제품 등에 사용. 최근 분유 내 GOS 첨가량 

증가 및 면역강화 건강식품 시장확대로, GOS시장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시장 기준 연평균 15% 이상 성장 중인 것으로 파악. GOS 원료인 Lactase는 일본 Amano에 이어 제노포

커스가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 올해 상반기 신공장 준공, 하반기부터 글로벌 유제품회사로 납품 예정. 고객사 GOS생산 시기에 따라 납품일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안정화 시기에 접어들면 단일 고객으로만 연간 80억원 이상 매출발생 기대되며 고객확대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  

 Phytase, Lipase 및 기타: Phytase는 동물사료용 효소로 기존 동사의 주력 제품이었으나, 경쟁사 다수 출현 등 성장성 저하로 매출비중은 점차 낮아질 전망. Lipase는 세제, 바이오디

젤, 소화제, 원료의약 소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효소. 동사는 원료의약용 맞춤 효소 개발 완료했으며, 글로벌 제약사로 공급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 밖에 생필품, 

농업용, 환경용, 국방용 효소 등 플랫폼 기술기반으로 다양한 맞춤 효소개발 진행 또는 추진 중. 

 

자료: 제노포커스, IBK투자증권 

제품별 매출 추이 
    
    
   

영업이익, 주가 추이 

자료:Quantiwise, 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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