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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케어 솔루션 보유 업체 

동사는 2014 년 KAIST 물리학과 실험실에서 창업한 이후 2015 년 법인으로 전환. “바이오 플

라즈마(생체에 직접 처리가 가능한 안정성 높은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케어 

솔루션을 개발함. 2016 년 의료멸균기(STERLINK) 생산 라인을 구축. 2017 년 국내 식약처 품

목허가 및 국내 판매 개시. 2017 년말 의료멸균기 소모품(STERPACK) 생산라인 구축. 2020년 

8 월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기업 선정. 2021 년 생물학적 재생활성기(ACTLINK) 공급 시

작. 동사는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요건으로 10월 21 일에 코스닥 신규 상장 예정임. 

제품별 매출비중(2021년 연결 기준)은 저온멸균기(STERLINK) 63.1%, 재생활성기(ACTILINK) 

23.6%, 멸균소포품(STERMATE) 5.2%, 로열티 등 기차 매출 8.0% 

공모 후 주주 비중은 최대주주 등 16.1%, 벤처금융 33.3%, 기타 기존주주 40.3%, 공모주

주(우리사주) 1.0%, 공모주주(기관+일반) 9.0%, 상장주선인 0.3% 

투자포인트 

1) 의료기기 멸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실적 성장 전망: 의료기기 멸균 시장이 연평

균(2020~2026)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사는 다양한 제품 출시 등으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예상함. ①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의료기기 케어 제품을 

최초 非미국 FDA 인증 취득은 물론 글로벌 55 개국 수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② 현재

(2022.09. 기준) 수주금액이 2,191 억원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임. ③ 세계 최고 성능 및 세계 

유일의 파우치 방식 초고속 멸균 공정을 가진 저온멸균기(STERLINK) 제품은 기존 시장 제품 

대비 소요시간은 1/9, 가격은 5~10% 등으로 중소병원 및 동물병원에 적합하여 시장을 확대

하고 있음. ④ 또한, 세계 최초 진공 플라즈마 기술 기반의 재생, 활성 솔루션을 보유한 재생

활성기(ACTILINK) 제품은 치과용 임플란트, 골이식재,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으로 공급이 확

대되고 있음. ⑤ 특히 동사는 원천기술은 L/O, NRE 등으로, 솔루션은 ODM 및 직접 공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솔루션 이외에도 소모품을 매출이 지속되어 긍정적임. 

2) 바이오 플라즈마 솔루션 기반으로 사업 다각화 추진: ① 동사의 플라즈마 솔루션을 3D 프

린팅의료기기, 로봇수술, 체내 이식형 IoT 의료기기, 신소재 의료기기 등으로 적용 확대 계획. 

② 피부 염증 질환을 치료 및 관리하는 피부자극치료 솔루션 제품(STIMLINK/STIMMATE)을 

개발하여 2024년 출시 예정임. 동사의 플라즈마 기술을 L&C바이오가 사업화(2022년 MOU 

체결)를 추진하고, 인탑스가 제품 생산 예정임. 2024 년에 매출액 215 억원을 예상하고 있으

며, 2025 년에는 475 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공모가는 2024~5 년 PER 기준, 국내외 동종업계 대비 31.9 ~ 44.3% 할인 수준 

공모 희망가(밴드: 9,000 ~ 11,000 원)는 2024~5 년 예상 실적 기준(연할인률 25% 적용), 

PER 13.5 ~ 16.6 배로, 국내외 유사업체(GETINGE AB-B SHS HOGY, MEDICAL, 디오)의 최근 

12 개월 기준, 평균 PER 24.3 배 대비 31.9 ~ 44.3% 할인된 수준임.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45.6%(808 만주)로 적지 않은 수준임. 

 

 

동사의 제품 

 

액면가 500원 

자본금(십억원)  

공모전 8.0 
공모후 8.9 

공모 후 주식수 17,706,940주 
유통가능주식수 8,078,624주 

  

보호예수기간  
최대주주 등  
벤처금융  
기타 주주  
공모주(우리사주조합)  
상장주선인 

2년 ~ 3년 
 1개월 ~ 2년 

 1년 
 1년 

 3개월 
주관증권사 미래에셋증권 

  

공모 후 주요주주(%)  
최대주주 등  
벤처금융  
기타주주  
공모주주(우리사주)  
공모주주(기관+일반)  
상장주선인 

16.1 
 33.3 
 40.3 
 1.0 
 9.0 
 0.3 

 

결산기(12월) 2022F 2023F 2024F 

매출액(십억원) 20.0 40.0 90.0 

영업이익(십억원) -6.6 0.2 19.0 

세전계속사업손익(십억원) -6.5 0.2 19.1 

당기순이익(십억원) -6.5 0.2 19.1 

EPS(원) - 12 1,079 
증감률(%) -         -        8,901.4 

PER(배) - 
751.1 ~ 

918.0 
8.3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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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모 개요 및 보호 예수 현황 

도표 1.  공모 개요 및 일정 
희망 공모가 9,000 ~ 11,000원 수요예측일 2022.10.05 ~ 06 

공모 금액 159 ~ 195억원 공모청약일 2022.10.12 ~ 13 

공모 주식수 1,771,000주 납입일 2022.10.17 

상장 후 주식수 17,706,940주 환불일 2022.10.17 

예상 시가총액 1,594 ~ 1,948억원 상장 예정일 2022.10.21 

자료: 증권신고서, 유진투자증권 

 

도표 2.  공모 후 주주 구성  도표 3.  보호예수 및 예탁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비중 (%) 주주명 주식수(주) 비중 (%) 보호예수기간 

최대주주 등 2,856,657 16.13 최대주주 등 2,856,657 16.13 2년 ~ 3년 

벤처금융 5,887,694 33.25 벤처금융 5,887,694 33.25 1개월 ~ 2년 

기타주주 7,138,459 40.31 기타 주주 653,735 3.69 1년 

공모주주(우리사주) 177,100 1.00 공모주(우리사주조

합) 
177,100 1.00 1년 

공모주(기관+일반) 1,593,900 9.00 상장주선인 53,130 0.30 3개월 

상장주선인 53,130 0.30 - - - - 

합계 17,706,940 100.0 합계 9,628,316 54.38  

자료: 증권신고서, 유진투자증권 
자료: 증권신고서,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유통가능 주식수  도표 5.  공모그룹별 배정 내역 
주주명 주식수(주) 비중 (%) 그룹 주식수 비중 (%) 비고 

기타주주 6,484,724 36.62 기관투자자등 1,062,600 ~ 1,151,150 6.0 ~ 6.0 - 

공모주(일반+기관) 1,593,900 9.00 
일반청약자 442,750 ~ 531,300 25.0 ~ 30.0 

청약증거금율: 50% 

청약 최고한도: 22,000~26,000주 - - - 

- - - 우리사주조합 177,100 10 청약증거금율: 100% 

합계 8,078,624 45.62 합계 1,771,000 100.0  

자료: 증권신고서, 유진투자증권 자료: 증권신고서, 유진투자증권 

 

도표 6.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계 

9,082 - 0.556 - - 5,862 15,500 

자료: 증권신고서,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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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가능

여부 
구분 주주명 

주식의  

종류 

공모 후  

주식수 

공모 후 

 지분율 
상장 후 매도 제한 기간 비고 

유통

제한

물량 

최대주주 임유봉 보통주 2,632,800 14.87% 상장일로부터 36개월 (주2) 

최대주주 등 

이길분 보통주 14,520 0.08% 상장일로부터 36개월 (주2) 

이승헌 보통주 99,592 0.56% 상장일로부터 24개월 (주3) 

김준영 보통주 67,899 0.38% 상장일로부터 24개월 (주3) 

고정익 보통주 26,000 0.15% 상장일로부터 24개월 (주3) 

홍유동 보통주 11,612 0.07% 상장일로부터 24개월 (주3) 

임재준 보통주 4,234 0.02% 상장일로부터 24개월 (주3) 

기존주주 

NH투자증권주식회사(스카이워크GAMECHANGER제1호) 
보통주 302,960 1.71%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302,960 1.71% 상장일로부터 3개월 

KDB산업은행 

보통주 677,584 3.83%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4) 보통주 225,861 1.28% 상장일로부터 2개월 

보통주 225,861 1.28% 상장일로부터 3개월 

SVIC38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보통주 371,556 2.10% 상장일로부터 3개월 

(주5) 
보통주 238,944 1.35% 상장일로부터 6개월 

KTBN16호벤처투자조합 
보통주 182,196 1.03%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182,196 1.03% 상장일로부터 3개월 

LB유망벤처산업펀드 

보통주 103,761 0.59%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4) 보통주 178,565 1.01% 상장일로부터 2개월 

보통주 178,565 1.01% 상장일로부터 3개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보통주 169,368 0.96%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169,368 0.96% 상장일로부터 3개월 

창조경제바이오펀드 
보통주 56,448 0.32%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56,448 0.32% 상장일로부터 3개월 

데브-청년창업투자조합2호 
보통주 94,824 0.54%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94,824 0.54% 상장일로부터 3개월 

미래에셋좋은기업세컨더리투자조합2호 
보통주 76,856 0.43%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76,856 0.43% 상장일로부터 3개월 

SK-KNET창조경제혁신 
보통주 64,776 0.37%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64,776 0.37% 상장일로부터 3개월 

SK-KNET청년창업투자조합 
보통주 64,776 0.37%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64,776 0.37% 상장일로부터 3개월 

NH투자증권 

보통주 188,206 1.06%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4) 보통주 62,735 0.35% 상장일로부터 2개월 

보통주 62,735 0.35% 상장일로부터 3개월 

원익2019Start-UP파트너쉽투자조합 
보통주 61,048 0.34%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61,048 0.34% 상장일로부터 3개월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보통주 289,640 1.64% 상장일로부터 24개월 (주6) 

패스파인더청년창업투자조합 
보통주 51,232 0.29%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51,232 0.29%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인탑스-인라이트지역뉴딜스마트워터시티펀드 보통주 196,457 1.11%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주6) 

인탑스 주식회사 보통주 141,164 0.80% 상장일로부터 24개월 (주6) 

IBKC-INTOPS뉴딜소부장신기술사업투자2호 보통주 141,164 0.80%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4) 

유엔그린시너지투자조합 

보통주 84,738 0.48%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4) 보통주 28,212 0.16% 상장일로부터 2개월 

보통주 28,212 0.16% 상장일로부터 3개월 

보통주 22,440 0.13% 상장일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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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브릿지이노베이션쿼터투자조합 보통주 22,440 0.13% 상장일로부터 3개월 (주5) 

에이아이엔젤헬스케어개인투자조합 
보통주 16,684 0.09%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16,684 0.09% 상장일로부터 3개월 

에이아이엔젤헬스케어개인투자조합2호 
보통주 16,280 0.09%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16,280 0.09% 상장일로부터 3개월 

에이아이엔젤개인투자조합12호 

보통주 29,142 0.16%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4) 보통주 9,714 0.05% 상장일로부터 2개월 

보통주 9,714 0.05% 상장일로부터 3개월 

에이아이엔젤개인투자조합11호 

보통주 27,104 0.15%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4) 보통주 9,034 0.05% 상장일로부터 2개월 

보통주 9,034 0.05% 상장일로부터 3개월 

하우인베스트먼트 
보통주 5,108 0.03% 상장일로부터 2개월 

(주5) 
보통주 5,108 0.03% 상장일로부터 3개월 

최원호 외 6인 보통주 430,703 2.43% 상장일로부터 24개월 (주6) 

박광범 외 20명 보통주 221,143 1.25%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주6) 

한소라 보통주 1,889 0.01% 상장일로부터 3개월 (주5) 

공모주주 우리사주조합 보통주 177,100 1.00%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주7)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53,130 0.30% 상장일로부터 3개월 (주8) 

소계 보통주 9,628,316 54.38% - - 

유통

가능

물량 

공모주주(신주발행) 보통주 1,593,900 9.00% - - 

기존주주 보통주 6,484,724 36.62% - - 

소계 보통주 8,078,624 45.62% - - 

합계 보통주 17,706,940 100.00% - - 
주1) 상기 주식수 및 공모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기준입니다.  
주2)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에 보유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 3)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 년간 의무보유 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최대주주 등은 「코스
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에 보유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주주의 자발적인 
의무보유 의사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개월, 3개월 및 6개월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은 아니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보유 주식의 일부를 상장 후 2개월, 3개월 및 6개월간 자발적으
로 의무보유 합니다.  
주6) 의결권공동행사 등에 관한 주주간 협약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 또는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7) 금번 공모를 통해 취득 예정인 당사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177,100주는 상장 후 1년간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의무보유 예탁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
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8)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으로 취득하며, 해당 수량은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무인수분은 상장 후 3개월 간 의무보유예탁될 예정입니다.  
주9) 유통제한물량 9,628,316주는 3년(2,647,320주, 14.95%), 2년(1,070,844주, 6.05%), 1년(594,700주, 3.36%), 6개월(380,108주, 2.15%), 3개월(2,125,692주, 12.00%), 2개
월(1,699,117주, 9.60%), 1개월(1,110,535주, 6.27%)으로 구성됩니다. 
 자료: 증권신고서,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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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적 추이 및 전망 

도표 8.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연결 기준) 

 (십억원,%) 2019A 2020A 2021A 2022F 2023F 2024F 2025F 
매출액 2.4 2.5 3.0 6.4 20.0 40.0 90.0 
(증가율) 376.6 4.4 17.0 114.8 215.0 100.2 124.8 
제품별 매출액        

저온멸균기 1.9 2.3 4.0 13.1 26.1 41.5 59.2 
재생활성기 0.0 0.0 1.5 5.5 9.9 18.4 26.5 
멸균소모품 0.1 0.2 0.3 1.4 3.6 8.1 18.4 

피부미용치료기 0.0 0.0 0.0 0.0 0.0 21.5 47.5 
기타(로열티 등) 0.5 0.4 0.5 0.0 0.3 0.5 0.7 

제품별 비중(%)        
저온멸균기 76.0 78.0 63.1 65.5 65.3 46.2 38.8 
재생활성기 0.0 0.0 23.6 27.4 24.8 20.4 17.4 
멸균소모품 2.3 8.3 5.2 7.1 9.1 9.0 12.1 

피부미용치료기 0.0 0.0 0.0 0.0 0.0 23.9 31.2 
기타(로열티 등) 21.7 13.6 8.0 0.0 0.8 0.5 0.5 

수익        
매출원가 2.4 3.1 6.3 16.8 28.5 55.8 89.7 
매출총이익 0.1 -0.1 0.1 3.2 11.6 34.3 62.7 
판매관리비 7.7 6.6 10.7 9.7 11.3 15.2 22.9 
영업이익 -7.6 -6.7 -10.6 -6.6 0.2 19.0 39.7 
세전이익 -30.8 -16.1 -21.7 -6.5 0.2 19.1 40.0 
당기순이익 -30.8 -16.1 -21.7 -6.5 0.2 19.1 34.3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21.7 -6.5 0.2 19.1 34.3 
이익률(%)        
매출원가율 96.6 103.6 98.9 84.1 71.1 61.9 58.9 
매출총이익률 3.4 -3.6 1.1 15.9 28.9 38.1 41.1 
판매관리비율 305.9 222.6 168.7 48.7 28.3 16.9 15.1 
영업이익률 -302.5 -226.2 -167.6 -32.8 0.6 21.2 26.1 
세전이익률 -1,219.1 -543.8 -341.4 -32.5 0.5 21.2 26.2 
당기순이익률 -1,219.1 -543.8 -341.4 -32.5 0.5 21.2 22.5 
지배주주 당기순이익률 - - -341.4 -32.5 0.5 21.2 22.5 

자료: 플라즈맵, 유진투자증권 

 

도표 9.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도표 10.  연간 제품별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플라즈맵, 유진투자증권  자료: 플라즈맵,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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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Valuation 

가) 유사기업 PER 산출 

도표 11.  최근 12 개월 실적(21 년 7 월 ~ 22 년 6 월) 기준 PER 산정 

구 분 GETINGE AB-B SHS HOGY MEDICAL CO LTD (주)디오 

적용 순이익 350,742 46,949 147,461 

적용 주식수 254,152,400 32,682,310 15,881,760 

주당순이익(EPS) 1,380 1,437 952 

기준주가 28,468 34,294 27,050 

PER 20.63 23.87 28.41 

평균 PER(배) 24.30배 

주1) 적용순이익은 2022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2021년7월 ~ 2022년 6월)의 (지배지분) 순이익의 합계  
주2) 적용 주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주3) 기준주가는 2022년 08월 19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영업일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최근일(08월 16일)의 종가, 5영업
일(08월 10일 ~ 08월 16일), 20영업일(07월 20일 ~ 08월 16일) 각 종가 산술 평균 중 낮은 가액입니다. 
자료: 증권신고서, 유진투자증권 

나) 미래 추정순이익 기준 주당 평가가액 산출 

도표 12.  ㈜플라즈맵의 PER 에 의한 평가가치 

구  분 산 출 내 역 비 고 

2024년 추정 당기순이익 19,076백만원 A, 주1), 2)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 34,327백만원 B 주1), 2) 

연 할인율 25% 주3) 

2024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2년 2

분기말 현가 
10,920백만원 C = A ÷ (1.25̂ 2.5)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2년 2

분기말 현가 
 15,720백만원 D = A ÷ (1.25̂ 3.5) 

2024~2025년 평균 추정 당기순이익 13,320백만원 E = (C+D)/2 

적용 주식수 20,044,115주 F, 주4) 

2022년 2분기말 기준 주당순이익 665원 G = E ÷ F 

적용 PER 24.30배 E, 주5) 

주당 평가가액 16,151원 F = D × E 
주1) 2024년 및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은 하기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2)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4 년~2025 년 추정 당기순이익 현가화 평균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제품 개발과 판매 및 영업 진
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 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
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료: 증권신고서, 유진투자증권 

다)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도표 13.  ㈜플라즈맵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내역 
구분 내용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16,151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31.89% ~ 44.27% 

희망공모가액 밴드 9,000원 ~ 11,000원 

주 1)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1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
용한 할인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자료: 증권신고서,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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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회사 소개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케어 솔루션 보유 업체 

도표 14.  기업 개요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도표 15.  주요 연혁  도표 16.  사업별 매출 비중 (2021 년 기준) 
연도 주요 사업 내용  

 

2014.08 플라즈맵 창업(KAIST 물리학과 실험실 창업)  

2015.03 ㈜플라즈맵 법인 설립  

2015.1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05 

의료용멸균기(STERLINK 15sp)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및 국내 판

매개시 

 

2020,08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기업 선정  

2021.06 

생물학적 재생·활성기 (ACTILINK mini) ODM 계약 (한국 글로벌 

치과회사, M사) 

 

2021.10 의료용멸균기 (STERLINK) US FDA 510(k) clearance (Class II)  

2021.1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보건복지부)  

2022.05 신제품(NEP) 인증 획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06 보건신기술(NET) 인증 획득 (보건복지부장관)  

2022.10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10/21)  

자료: 유진투자증권  자료: 유진투자증권 

  

저온멸균기
63.1%

재생활성기
23.6%

멸균소모품
5.2%

기타(로열티 등)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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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7.  사업 영역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도표 18.  제품별 사업화 현황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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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9.  플라즈마 원천기술 – Plasma Inactivation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도표 20.  플라즈마 원천기술 – Plasma activation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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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투자포인트 

1) 의료기기 멸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실적 성장 전망 

도표 21.  의료산업 내 의료기기 케어 솔루션 사업 부각 

 
자료: MarketsandMarkets, IR Book, 유진투자증권 

 

도표 22.  바이오플라즈마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케어 솔루션 보유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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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3.  매출 성장 가속화 구간 진입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도표 24.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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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5.  검증된 글로벌 시장 경쟁력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도표 26.  특허진입장벽 구축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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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7.  경쟁사 대비 비교 우위 확보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도표 28.  플라즈맵 비즈니스 모델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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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 플라즈마 솔루션 기반으로 사업 다각화 추진 

도표 29.  플라즈마 솔루션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화 진행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도표 30.  메디컬 헬스케어 산업내 사업 확장 

 

자료: MarketsandMarkets , IR Book,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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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  피부자극치료 솔루션 양산 계획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도표 32.  실적 가이던스 

 

자료: IR Book, 유진투자증권 

  



플라즈맵(405000,KQ) 

 

16_ Eugene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6%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2.09.3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