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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은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LG생명과학의 사업과 관련한 전망과 예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망 및 예측과 

관련하여 당사가 제시한 정보는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의하여 성실히 작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망과 예측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향후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는 전반적인 경영환경의 변화, 금융시장의 변동,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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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총괄 

2016.3Q 2015.3Q 
증  감  

(전년동기대비) 
2016.2Q 

증  감  
(전기대비) 

매출액          1,350          1,271 ↑  6%          1,305 ↑   3% 

의약              1,178             1,064 ↑ 11%              1,115 ↑ 6% 

파인켐                172               207 ↓17%                190 ↓9% 

영업이익            101            189 ↓ 47%            106 ↓   5% 

R&D 비용1)            171            155 ↑ 10%            201 ↓ 15% 

EBITDA            217                   283 ↓ 23%            217 - 

EBITDA+R&D            388            438 ↓ 11%            418 ↓   7% 

(%, 매출액 대비) 29%                 34% 32% 

(단위:억원) 

[2016년 3분기 실적] 

○ 매출액 1,350억  (전년동기대비 +79억, ↑6%), 영업이익 101억  (전년동기대비 △88억, ↓47%) 

    - 제미글로, 이브아르 등 신성장 제품의 성장 지속 및 유펜타 (5가혼합백신) 신규 매출 발생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하였으나, 전년동기에 (’15.3Q) 일회성 이익인 마일스톤 약 120억 인식에 따라 영업이익은 기고효과 발생함  

    - 그러나 마일스톤 등 특별 요인 제거 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17%, 영업이익은 45% 증가하였고, 전기대비 매출액은  

       5%, 영업이익은 10% 증가하였음 

          * 마일스톤 이익 (’15.3Q 120억, ’16.2Q 14억) 제거 시 , 

             ’15.3Q 매출액 1,151억, 영업이익 69억,  ’16.2Q 매출액 1,291억, 영업이익 92억              

1) 총 비용 중 판관비 해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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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2016.2Q 2016.3Q 2015.3Q 2016.3Q 누적 2015.3Q 누적 

매출액               1,305               1,350 1,271               3,854               3,143 

매출원가 (625)  (727) (614) (1,892) (1,583) 

판매관리비 (574) (522) (468) (1,584) (1,378) 

R&D 비용 제외 (372) (351) (313) (1,053) (919) 

매출액 대비 % (28.5%) (26.0%) (24.6%) (27.3%) (29.2%) 

영업이익               106               101 189               378               182 

영업이익률 8.1% 7.5% 14.9% 9.8% 5.8% 

법인세차감전손익 82 51 160 282 107 

당기순이익 74 55 131 250 90 

당기순이익률 5.7% 4.1% 10.3% 6.5% 2.9% 

자산 7,853 8,460    6,911 

부채 5,104 5,653 4,340 

자본 2,749 2,807 2,571 

요약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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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분석 

2016.3Q 경영실적 Review 

1,350억 
1,271억 

의약사업 

파인켐             

▶ 매출액 1,350억,  전년동기대비 ↑6% (+79억)    

    ◎  의약사업: 1,178억,  전년동기대비 ↑11% (+114억)  

      ▪ 내수, +137억 : ‘제미글로’ & ‘제미메트’ (+72억)  

      ▪ 수출, +99억 : ‘이브아르’ (+37억), 유펜타 (+46억)  

      ▪ 기타, △122억 : ’15.3Q 제미글로 인도 허가 등과 관련 마일스톤 120억  

     

    ◎ 파인켐(정밀화학)사업: 172억, 전년동기대비 ↓17% (△35억) 

      ▪ 전년 분기 최고 수출에 따른 기고 효과 

 

▶ 영업이익 101억, 전년동기대비 ↓47% (△88억) 

      ▪ 전년동기 마일스톤 수익 120억 유입에 따른 기고효과 발생하였으나, 

            이를 제거한 영업이익은 32억 증가하여 실제 수익성은 개선됨 

    

▶ 당기순이익 55억, 전년동기대비 ↓58% (△76억) 

     ▪ 전년동기 마일스톤 수익 인식에 따른 기고효과로 당기순이익  하락  

(억원) 

부문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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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군별 매출 

(단위: 억원) ‘16. 1Q ‘16. 2Q 16. 3Q ‘15. 1Q ‘15. 2Q ‘15. 3Q ‘15. 4Q FY2015 

바이오 

의  약 

성장호르몬  유트로핀, 디클라제 등 92 101 113 79 102 95 114 390 

근골격계   히루안, 시노비안 등 77 107 88 57 82 77 89 305 

빈혈   에스포젠 등 48 61 62 52 50 50 61 213 

난임   폴리트롭 등 60 68 71 50 60 80 79 269 

산유촉진   부스틴 59 67 72 73 88 65 111 337 

더마필러   이브아르 96 185 143 59 89 105 118 371 

백  신 

B형간염  유박스비 68 75 64 50 46 52 94 242 

5가혼합   유펜타 - - 46 - - - - - 

합  성 

의  약 
당뇨  제미글로, 제미메트 등 104 133 136 47 63 64 74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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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현황 

1) Chimeric antigen receptor-T cell 

분야 Target Area 과제 연구 전임상 
임상 

허가 
1상 2상 3상 

바이오 

시밀러 
엔브렐 시밀러 
휴미라 시밀러 

미용/성형 차세대 필러 

세포치료 
관절 연골 재생 
면역세포치료 (CAR-T1)) 

합성 

당뇨 

제미글로/메트 (글로벌) 
제미복합제 

당뇨 (신규) 

자가면역 

궤양성대장염 
심근경색 

관절염 

백신 
 

UN공급용 
5가 혼합 
6가 혼합 
소아마비 

프리미엄 
폐렴 13가 
개량형  폐렴 
개량형  혼합 

Innovative 신약과제 

캐쉬 카우 (me-too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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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