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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슈진 (950160)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미국 DMOAD 입증 기대 

 
 
 

● 코오롱 그룹 계열 세포유전자 치료제 전문 바이오회사  

● 기존 치료제 및 수술 사이 골관절염 치료제 필요성 대두 

● 코오롱생명과학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개발. 코오롱생명과학 인
보사 아시아 판권 보유, 티슈진 인보사 아시아 제외 전세계 판권 보유 

● 티슈진 경증 및 중등도 환자 포함 대규모 환자 모집, 임상 기간 확장을 통한 DMOAD 치
료제로서 통계학적 유의성 확보 목표 

● 공모 희망가액 기준 티슈진 공모 예정 시가총액 1조130억원~1조7,095억원 

● 수출입은행 우선주 C 투자 및 코오롱생명과학 시가총액은 티슈진 공모 희망가액의 하단
을 지지 

 

WHAT’S THE STORY 

코오롱 그룹 계열 세포유전자 치료제 전문 바이오회사: 1999년 설립, 임직원 38명. 신고일 

기준 주주구성의 경우 코오롱 31.16%, 이웅열 회장 20.38%, 코오롱생명과학 14.37%, 

코오롱글로텍 3.23%, 기타 30.86%. 상장 후 주주구성의 경우 코오롱 27.52%, 이웅열 

회장 18.00%, 코오롱생명과학 12.69%, 코오롱글로텍 2.85%, 공모주 12.41%, 기타 

26.53%. 

기존 치료제 및 수술 사이 골관절염 치료제 필요성 대두: 글로벌 골관절염 환자는 2억3,600

만명, 골관절염 시장은 35억8,200만달러 추산. 치료제 부재로 저가 진통소염제, 스테

로이드제, 히알루론산 위주 시장 형성, 처방 환자 중 50% 이상 불만족. 중증 환자 대

상 인공 관절 치환 수술 시행. 골관절염 진행 지연, 인공 관절 치환 수술 지연을 위한 

치료제 필요성 대두.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Invossa)

는 연골세포 내 레트로바이러스를 활용하여 TGF beta-1 유전자를 도입하여 형질 전

환 연골세포를 제조하고 정상 연골세포와 함께 투여. 인보사는 투여 후 면역세포 유

인, M2 대식세포 분화, 염증 제거, 구조 개선 매개 골관절 내 염증 반응 악순환 차단. 

인보사는 수술 없이 단회 투여로 무릎 통증 개선, 일상 생활 기능 개선, 2년 이상 치

료 효과 유지. 인공 관절 치환 수술 지연 가능성 존재. 동종 세포를 활용한 대량 생산 

가능, 원가 및 가격 경쟁력 기대. 
 

 
AT A GLANCE 

 

희망공모가 16,000원-27,000원 
예상 시가총액 1조 130억원- 1조 7,095억원 

Shares (float) 60,443,085 DR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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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Visit Note 

SUMMARY FINANCIAL DATA 

  2014 2015 2016 

매출액 (십억원)  0.0  0.3  13.3  

순이익 (십억원)  (7.0) (6.3) 7.3  

EPS (adj) (원)  n/a (1,822) 2,112  

EPS (adj) growth (%)  n/a (1,822) 2,112  

EBITDA margin (%)  n/a (1,851.0) 48.0  

ROE (%)  n/a n/a n/a 

P/E (adj) (배)  n/a n/a n/a 

P/B (배)  n/a n/a n/a 

EV/EBITDA (배)  n/a n/a n/a 

Dividend yield (%)  0.0 0.0 0.0 

자료: 삼성증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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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아시아 판권 보유, 티슈진 인보사 아시아 제외 전세계 판권 보유: 코오롱생명과학

은 인보사의 아시아 22개국 판권 보유, 티슈진은 아시아 22개국 제외 전세계 판권 보유. 코오롱

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일본 미츠비시다나베(Mitsubishi Tanabe) 대상 4,989억원(계약금 273억원, 

마일스톤 4,716억원, 러닝로열티 별도) 규모 일본 개발 및 판매 독점권 기술 수출 계약. 코오롱

생명과학은 일본 생산 및 공급권 보유, 코오롱생명과학은 티슈진과 기술료 50:50 배분.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통증 개선 치료제 인보사 한국 식약처 허가: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한국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득. 인보사 효능 및 효과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

속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 용법은 무릎관절강 내 1회 주사. 한국 식약처는 무릎 

통증 개선, 일상 생활 기능 개선 유효성 인정, 연골 재생 효과 불인정. 다만 한국 임상 3상 대상

자 중 2년 이내 인공 관절 치환 수술 환자의 경우 현재까지 대조군 5명, 인보사 투여군 0명, 인

공 관절 치환 수술 지연 가능성 존재. 한편 한국 임상 3상 윌콕슨 테스트(wilcoxin test, 비모수 통

계 검정) 재분석 결과 800명 이상 임상 규모 확대 시 통계학적 유의성 입증 가능성 도출. 

코오롱생명과학 연간 CAPA 10만도즈 규모 충주 바이오 신공장 착공: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제약 및 

한국먼디파마 매개 한국 영업 계획. 1회 접종분 가격 500만원 추산.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6

월 시설자금 950억원 및 운영자금 206억원 포함 1,156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신주 발행가

액 125,600원). 2017년 5월 충주 바이오 신공장 착공, CAPEX 600억원, 연간 CAPA 10만도즈(1도

즈는 1회 접종분) 추가 확보 추진(기존 연간 CAPA 1만도즈). 인보사 반복 투여 임상 시험, K&L 

Grade(Kellgren & Lawrence grade) 조정 임상 시험 수행 계획. 

경증 및 중등도 환자 포함 대규모 환자 모집, 임상 기간 확장을 통한 DMOAD 치료제로서 통계학적 유의성 

확보 목표: 미국 임상 3상의 경우 K&L Grade 2~3기 환자 대상, 1,020명(위약군 340명, 인보사 투

여군 680명), 관찰 기간 24개월, 주평가변수 VAS(Visual Analogue Scale), WOMAC(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Arthritis Index) 설정, 부평가변수 JWS(Joint Space Width), 

IKDC(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 MRI, 액상 바이오마커(liquid biomarker) 설정. 

한국 임상 3상의 경우 K&L Grade 3기 환자 대상, 159명(위약군 81명, 인보사 투여군 78명), 관찰 

기간 12개월, 주평가변수 IKDC, VAS 설정, 부평가변수 WOMAC, KOOS(Knee Injury and 

Osteoarthritis Outcome Score), MRI, JSW, 액상 바이오마커 설정. 론자(Lonza)를 통한 임상 시료 생

산, 파렉셀(Parexel)을 통한 임상 시험 관리, 미국 70여개 거점병원에서 임상 시험 수행 계획. 경

증 및 중등도 환자 포함 대규모 환자 모집, 임상 기간 확장을 통한 DMOAD(Disease-Modifying 

Osteoarthritis Drug, 관절 조직의 구조적 개선 혹은 질병 진행 억제를 통한 증상 개선 골관절염 

치료제) 치료제로서 통계학적 유의성 확보 목표. 2018~2021년 미국 임상 3상, 2022년 미국 FDA 

허가, 2023년 미국 출시 목표. 미국 최초 의약품(first-in-class) 허가 시 12년간 미국 시장독점권 

확보 기대. DMOAD 미입증시 1회 접종분 가격 9,000달러 추산, DMOAD 입증 시 1회 접종분 가격 

15,000달러 추산. 발매 5년차 최대 35만 도즈 판매 추산. 즉 DMOAD 미입증시 발매 5년차 32억

달러, DMOAD 입증시 발매 5년차 53억달러 목표. 향후 무릎 골관절염 외에도 손 골관절염 및 고

관절 골관절염, 근골결계 질환, 동물의약품으로 적응증 확장 추진 계획. 다국적 제약회사 대상 

미국 전략적 제휴 추진 중, 유럽 및 신흥국 기술 수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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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희망가액 기준 티슈진 공모 예정 시가총액 1조130억원~1조7,095억원: 공모 주식 수 750만 DR(보

통주 원주 1주에 5DR 발행, 보통주 150만주), 상장 주식 수 6,044만3,085만DR (보통주 1,208만

8,617주, 우선주 11만7,647주). DR당 공모 희망가액 16,000~27,000원, 공모 예정금액 1,200~2,025

억원, 공모 예정 시가총액 1조130억원~1조7,095억원. 수요 예측일 10월 17~18일, 청약 예정일 10

월 23~24일, 상장 예정일 11월 6일. 2023년 추정 순이익 1,871억원 (원달러 환율 1,142원/달러 가

정), 연 할인율 15%, 2017년 상반기 현가화 순이익 754억원 산출. 2017년 상반기 기준 휴메딕스, 

유한양행, 신풍제약, 셀트리온 평균 PER 28.6배 적용. 적용 주식 수 6,331만 5,495DR, DR당 평가 

가치 34,040원 산출. 평가 가치 대비 공모 할인률 20.7~53.0% 적용, 공모 희망가액 

16,000~27,000원 산출. 의무보호예수 수량 제외 22,220,835DR, 총 주식 수 대비 36.76%은 상장직

후 시장 유통 가능. 공모 희망가액 하단 기준 총 공모금액 1,200억원 중 1,170억원을 연구개발비 

(980억원), 운영자금 (190억원) 집행 계획. 향후 M&A 및 기술 도입 추진 계획. 

수출입은행 우선주 C 투자 및 코오롱생명과학 시가총액은 티슈진 공모 희망가액의 하단을 지지: 2016년 5

월 수출입은행 1,000만달러 규모 3자 배정 우선주 Series C 발행, 우선주 C에는 리픽싱 조건 존

재. 리픽싱 조건 무시할 경우 우선주 C 한 주당 보통주 한 주 전환, 588,235DR 발행, 상장 후 티

슈진 지분율 1.0%. 즉 수출입은행 1,000만달러 우선주 Series C는 티슈진 공모 희망가액의 하단

을 지지. 한편 코오롱생명과학 시가총액 1조원은 영업가치 3,000억원 가정, 인보사 아시아 22개

국 지분 가치 비중 30% 가정 시 티슈진 시가총액 1조 2,600억원 시사. 즉 인보사 가치 X 가정 

시 티슈진 귀속 인보사 가치는 X의 70%, 코오롱생명과학 귀속 인보사 가치는 X의 30%. 코오롱

생명과학 시가총액 1조원은 영업가치 3,000억원, 코오롱생명과학 귀속 인보사 가치 (X의 30%), 

티슈진 가치 (X의 70%)의 12.69%의 합산. 인보사 가치 X 계산 시 1조 8,000억원 (바이로메드 시

가총액 수준), 티슈진 가치 1조2,600억원 산출. 즉 티슈진 가치는 코오롱생명과학 비영업가치의 

1.8배 수준. 현재 코오롱생명과학 시가총액은 티슈진 공모 희망가액의 하단을 지지. 만약 코오롱

생명과학 적정 시가총액, 코오롱생명과학 영업가치, 코오롱생명과학 귀속 아시아 22개국 지분 

가치 비중 변화 시 인보사 가치 및 티슈진 가치 변화 가능성 존재. 

 
  

코오롱생명과학 시가총액 추이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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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Invossa)의 가치 추정 

(십억원)  코오롱생명과학의 비영업가치* 

  500 600 700 800 900 1000 

아시아 22개국 

판권 가치의 

비중 (%) 

20  1,658   1,990   2,322   2,653   2,985   3,317  

25  1,449   1,738   2,028   2,318   2,607   2,897  

30  1,286   1,543   1,800   2,057   2,315   2,572  

35  1,156   1,387   1,619   1,850   2,081   2,312  

40  1,050   1,260   1,470   1,680   1,890   2,100  

   

 
  

티슈진 (TissueGene)의 가치 추정 

(십억원)  코오롱생명과학의 비영업가치* 

  500 600 700 800 900 1000 

아시아 22개국 

판권 가치의 

비중 (%) 

20 1,326.6  1,591.9  1,857.3  2,122.6  2,387.9  2,653.2  

25 1,086.4  1,303.7  1,521.0  1,738.2  1,955.5  2,172.8  

30 900.1  1,080.2  1,260.2  1,440.2  1,620.2  1,800.3  

35 751.5  901.8  1,052.1  1,202.4  1,352.6  1,502.9  

40 630.1  756.1  882.1  1,008.1  1,134.1  1,260.1  

   

 
  

코오롱생명과학의 비영업가치 대비 티슈진 가치 비율 추정 

(십억원)  코오롱생명과학의 비영업가치* 

  500 600 700 800 900 1000 

아시아 22개국 

판권 가치의 

비중 (%) 

20 2.7  2.7  2.7  2.7  2.7  2.7  

25 2.2  2.2  2.2  2.2  2.2  2.2  

30 1.8  1.8  1.8  1.8  1.8  1.8  

35 1.5  1.5  1.5  1.5  1.5  1.5  

40 1.3  1.3  1.3  1.3  1.3  1.3  

참고: * 코오롱생명과학 비영업가치 = 인보사 아시아 22개국 판권 가치 +  
티슈진 지분 가치 (인보사 아시아 22개국 외 판권 가치 x 12.69%)  

자료: 삼성증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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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요 

(십억원)  

공모주식수 (DR) 7,500,000  

공모예정가 (원) 16,000-27,000 

총 공모예정금액 120.0-202.5 

예상 시가총액 1,013.0-1,709.1 

상장예정 주식수 (DR) 60,443,085  

자료: 티슈진 

 

공모일정 

구분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2017년 9월 8일 

수요 예측일 2017년 10월 17일 - 18일 

청약 예정일 2017년 10월 23일 - 24일 

상장 예정일 2017년 11월 06일 

자료: 티슈진 

     

주주 구성 (상장 이전) 주주 구성 (상장 이후) 

  

자료: 티슈진, 삼성증권 자료: 티슈진, 삼성증권 

 
  

공모자금 사용 계획 

(십억원) 2017E 2018E 2019E 2020E 합계 

운영자금 1.0  6.1  6.3  5.6  19.0  

연구개발비 4.4  36.3  32.6  24.7  98.0  

합계 5.3  42.4  39.0  30.3  117.0  

자료: 티슈진 

  

코오롱

31.2%

이웅열회장

20.4%

코오롱

생명과학

14.4%

코오롱글로텍

3.2%

기타

30.9%

코오롱

27.5%

이웅열회장

18.0%

코오롱

생명과학

12.7%

코오롱글로텍

2.9%

공모주주

12.4%

기타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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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예정가 산출 

(십억원)  비고 

1H17말 기준 1DR당 순이익 (원, A=B/E) 1,191   

2023E 당기순이익의 현가 (B=C/(1+D)^6.5) 75.4   

2023E 당기순이익 (C) 187.1  환율 가정: 1,142.06원/달러 

연 할인율 (%, D) 15.0   

DR수* (E) 63,315,495   

Peer P/E (배, F) 28.6  
휴메딕스, 유한양행, 신풍제약, 셀트리온의  

1H17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하여 산출 

1DR당 가치 (원, G=AxF) 34,040   

1DR당 공모예정가 (원) 16,000-27,000 추정 1DR당 가치에 20.7-53.0% 할인율 적용 

참고: * 희석 기준 

자료: 티슈진, 삼성증권 

 
  

추정 손익계산서 

(십억원) 2017E 2018E 2019E 2020E 2021E 2022E 2023E 

매출액 8.4  10.2  10.3  11.2  17.6  19.5  704.6  

로열티수익* 0.1  0.4  0.6  0.9  1.0  2.4  11.4  

마일스톤수익**     5.1  5.1   

인보사 제품 매출       681.0  

양수사업 매출*** 8.3  9.8  9.6  10.3  11.5  12.0  12.2  

매출총이익 3.8  5.8  5.8  6.3  12.1  13.6  483.8  

판매비와 관리비 12.0  13.8  15.6  14.5  14.4  19.9  244.0  

영업이익 (8.2) (8.0) (9.8) (8.2) (2.3) (6.3) 239.8  

영업외손익 (1,108.0) (1.3) (1.0) (0.7) (0.3) (0.0) 0.0  

세전이익 (9.3) (9.3) (10.8) (8.8) (2.6) (6.3) 239.8  

법인세 비용 0.0  0.0  0.0  0.0  0.0  0.0  52.7  

당기순이익 (9.3) (9.3) (10.8) (8.8) (2.6) (6.3) 187.1  

참고: 환율 가정: 1142.06원/달러 (1H17 평균) 
* 코오롱생명과학 및 미츠비시다나베의 매출에 따라 인식하는 로열티 
** 2021년 일본 BLA 신청, 2022년 승인 가정 
*** 코오롱웰케어로부터 양수한 화장품과 드럭스토어 사업 

자료: 티슈진,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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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주주 현황 및 보호예수 현황 

 주주명 관계 증권의 종류 증권수 (주) 지분율 (%) 매각 제한 

최대 주주 등 코오롱 최대주주 DR 16,631,495  27.5  1년 

 이웅열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DR 10,879,390  18.0  1년 

 코오롱생명과학 계열회사 DR 7,672,330  12.7  1년 

 코오롱글로텍 계열회사 DR 1,723,520  2.9  1년 

 서창희 이웅열 회장의 처 DR 526,875  0.9  1년 

 코오롱글로벌 계열회사 DR 344,790  0.6  1년 

 기타 임원 계열회사 임원 DR 187,600  0.3  1년 

 소계   37,966,000  62.8  1년 

재무적 투자자 키움증권 재무적 투자자 DR 100,000  0.2  1개월 

기타 주주 기타 기존 주주  DR 14,720,835  24.4   

 공모 주주  DR 7,500,000  12.4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재무적 투자자 DR 156,250  0.3  1년 

합계    60,443,085  100.0   

자료: 티슈진, 삼성증권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전환상환우선주C의 refixing 조항 

전환 기준가격 (원) 전환 가능 주식 수 (주) DR (주) 

20,000  117,647  588,235  

18,000  119,048  595,240  

16,000  120,482  602,410  

14,000  121,951  609,755  

12,000  123,457  617,285  

자료: 티슈진,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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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십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영업수익    0.3  13.3  

영업비용    6.4  7.3  

영업이익    (6.1) 6.0  

(영업이익률, %)    (1,962.4) 45.2  

영업외손익    (0.2) (0.5) 

금융수익    0.0  0.0  

금융비용    0.1  0.5  

지분법손익    0.0  0.0  

기타    (0.0) (0.1) 

세전이익    (6.3) 5.5  

법인세    0.0  (1.9) 

(법인세율, %)    0.0  (33.9) 

계속사업이익    (6.3) 7.3  

중단사업이익    0.0  0.0  

순이익    (6.3) 7.3  

(순이익률, %)    (2,013.9) 55.0  

지배주주순이익    (6.3) 7.3  

비지배주주순이익    0.0  0.0  

EBITDA    (5.7) 6.4  

(EBITDA 이익률, %)    (1,851.0) 48.0  

EPS (지배주주)    (1,822) 2,112  

EPS (연결기준)    (1,822) 2,112  

수정 EPS (원)*    (1,822) 2,112  

 

 
 

 

현금흐름표  

12월 31일 기준(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5.4) 6.0  

당기순이익    (6.3) 7.3  

현금유출입이없는 비용 및 수익    1.0  (1.0)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0.2  0.2  

무형자산 상각비    0.1  0.1  

기타    0.6  (1.4)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0.0) 2.1  

투자활동에서의 현금흐름    (2.6) (10.1) 

유무형자산 증감    (2.6) (10.1) 

장단기금융자산의 증감    0.0  0.0  

기타    0.0  0.0  

재무활동에서의 현금흐름    8.0  20.1  

차입금의 증가(감소)    7.9  8.1  

자본금의 증가(감소)    0.0  11.6  

배당금    0.0  0.0  

기타    0.1  0.4  

현금증감    0.0  16.0  

기초현금    6.4  6.6  

기말현금    6.4  22.5  

Gross cash flow    (5.3) 6.3  

Free cash flow    (8.0) (4.2) 

참고: * 일회성 수익(비용) 제외, ** 완전 희석, 일회성 수익(비용) 제외 

*** P/E, P/B는 지배주주기준 

자료: 티슈진, 삼성증권 추정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유동자산    6.8  24.1  

현금 및 현금등가물    6.6  23.5  

매출채권    0.0  0.0  

재고자산    0.0  0.0  

기타    0.2  0.7  

비유동자산    3.8  18.1  

투자자산    0.0  0.0  

유형자산    0.8  0.9  

무형자산    2.9  13.2  

기타    0.0  4.0  

자산총계    10.6  42.2  

유동부채    0.4  3.1  

매입채무    0.0  0.0  

단기차입금    0.0  0.0  

기타 유동부채    0.4  3.1  

비유동부채    8.4  17.5  

사채 및 장기차입금    8.2  16.9  

기타 비유동부채    0.2  0.6  

부채총계    8.8  20.6  

지배주주지분    1.8  21.6  

자본금    0.1  0.1  

자본잉여금    71.7  86.1  

이익잉여금    (70.0) (64.5) 

기타    (0.0) (0.0) 

비지배주주지분    0.0  0.0  

자본총계    1.8  21.6  

순부채    1.6  (6.6) 

 
 

 

재무비율 및 주당지표 

12월 31일 기준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 (%)      

영업수익    n/a 4,183.1  

영업이익    적지 흑전 

순이익    적지 흑전 

수정 EPS**    적지 흑전 

주당지표      

EPS (지배주주)    (1,822) 2,112  

EPS (연결기준)     (1,822) 2,112  

수정 EPS**    (1,822) 2,112  

BPS     521  6,242  

DPS (보통주)    0  0  

Valuations (배)      

P/E***    n/a n/a 

P/B***    n/a n/a 

EV/EBITDA    n/a n/a 

비율      

ROE (%)    (349.6) 33.8  

ROA (%)    (59.0) 17.3  

ROIC (%)      

배당성향 (%)    0.0  0.0  

배당수익률 (보통주, %)    n/a n/a 

순부채비율 (%)    87.9  (30.3) 

이자보상배율 (배)    n/a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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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 이승호는 9월 11일~15일 티슈진 미국 현지법인 방문에 티슈진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9월 25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9월 25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