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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1 락희화학공업사 창립
1979.12 대덕 중앙연구소 개소 

1983.02 국내 최초 유전공학 연구소 출범
1984.05 의약품사업부 발족
1989.06 국내 최초로 ‘감마 인터페론’ 개발

1993.01 국내 최초로 인간성장호르몬 ‘유트로핀’ 개발, 출시
1995.04 익산 의약품 공장 준공     

2002.08 기업분할 - (주)LG생명과학 출범
2003.04 퀴놀론계 항균제 ‘팩티브(Factive)’ 국내 최초 미국 FDA 신약승인

2006.07 불임치료용 배란유도제 「폴리트롭」 식약청 승인
2006.09 한국노바티스社와 고혈압치료제 마케팅 제휴

2007.01 성인용 서방형 성장호르몬 '디클라제' 국내출시
2007.04 인간성장호르몬 밸트로핀 미국 FDA 허가 취득
2007.11 미국 길리아드사에 간질환치료제 기술 수출

2008.03 당뇨병 치료 신약 임상 2상 진입
2008.12 국내 제약기업 최초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08.12 제1회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2009.04 오송 의약품 공장 착공
2009.04 소아용 서방형 성장호르몬 '유트로핀플러스' 국내출시
2009.07 바이오시밀러,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선정
2009.09 당뇨병 치료 신약 임상3상 진입

2010.01 당뇨병 치료 신약 중국 쌍학제약社 수출 
2010.12 터키 Nobel社 당뇨병 치료 신약 수출

2011.03 미국 노바백스社와 세포배양기반 백신 기술제휴
2011.03 국내최초 히알우론산 필러 '이브아르클래식' 출시
2011.12 국내최초 뇌수막염 백신 개발

2012.06 국내최초개발 당뇨병 치료 신약 식약청승인
2012.08 5가 혼합백신 WHO PQ 인증

2013.07 히알루론산 필러 이브아르 중국 수출
2013.08 고혈압 복합개량신약 '레바캄' 출시
2013.11 당뇨병 치료 신약 복합제 출시 
2013.11 국내최초개발 당뇨병 치료 신약 남미시장 진출

2014. 03 국내최초 1회투여 골관절염치료 신약 '시노비안' 출시
2014. 04 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 '로바티탄' 출시
2014. 10 불임치료제 '폴리트롭' 중국시장 진출

회 사 연 혁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난 한 해 LG생명과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주주 여러분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4년 LG생명과학은 건전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착실한 미래준비를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제반 환경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치열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출액 4,256억원, 영업이익 162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2015년에도 국내외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산업 역시 

시장의 급변, 지속적인 약가 인하 등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악재들이 계속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럴수록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LG생명과학은 그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노력들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다 더 큰 미래를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영을 펼쳐 나가려 합니다.

첫째,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핵심사업에 자원을 집중시켜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출시된 이래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당뇨병 치료 신약 ‘제미글로’는 시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제 출시, 신흥시장 허가 등을 추진하여 추가적인 사업기회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뒤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피부미용제품 ‘이브아르’는 한발 앞선 제품개발과 현지 

친화적인 마케팅으로 중국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LG생명과학의 강점으로 평가 받아온 바이오 제품은 제품력 개선 등을 통해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국가에서 더 큰 사업적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미래 준비를 계속해 나아가겠습니다.

향후 회사의 중장기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사업은 그간 어려운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UN시장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관련 역량을 집중시켜 계획한 일정 내에 개발과 인증을 

마무리하여 조속히 사업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그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품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량한 국내 ∙ 외 사업 파트너를 발굴하여 보다 큰 사업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다 디테일 한 측면에서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보다 세심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살피겠습니다.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치’,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더 나은 방식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기존의 해오던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발상, 새로운 수준의 일 처리를 해 내는 조직으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올해도 LG생명과학은 성공에 대한 굳은 믿음과 열정으로 창조적 혁신과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13일

㈜ LG생명과학   대표이사 정 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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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목적

회사의 개황

·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농예약품, 동물약품 등의 제조, 가공매매 및 소분매매

·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 및 매매

· 생명공학과 관련한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 과학기술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정보의 매개 

· 기타 정관에 기재된 사업 

2. 중요한 사업의 내용  

LG생명과학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민간 유전공학연구소를 출범하여 30년간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1989년 국내 최초로 유전공학 의약품 ‘인터맥스감마’를 개발하였으며, 2003년에는 

국내 유일의 美 FDA 승인 신약 ‘팩티브’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세계 유일의 주1회 소아성장호르몬    

‘유트로핀플러스’를 출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뇌수막염백신 ‘유히브’를 출시하였습니다.

사업 측면에서는 자체 개발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성장/관절/불임 등 국내 전문 질환군과 신흥시장에서 

사업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Global사업에서는 2008년에 국내제약사 최초로 수출 1억 달성하였고, B형간염 

백신 ‘유박스’가 UN기구 입찰시장에서 M/S 1위를 점하고 있으며, 2013년에 미용성형 필러인 '이브아르'가 

중국에 진출하였고, 2014년에 '이브아르' 추가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국내사업에서는 성장호르몬과 퇴행성 

관절염 시장에서 M/S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회제형 관절염 치료제인 '시노비안'을 출시하였으며, 불임치료제 

/ 빈혈치료제 / 미용성형 필러 시장에서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 그리고 Global사업 비중 등에서 국내 경쟁사와  차별화된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2012년 초에는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2년에는 

국내 최초로 새로운 개념의 당뇨병 치료제인 ‘제미글로’를 개발하여 출시하였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국내시장에서는 2013년 당뇨병 치료제로 '제미글로'와 '메트포민'의 복합제인 '제미메트'를 출시하여, 2014년 

에는 매출 100억을 넘어섰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2012년에 국내와 해외 80여개 국에서 당뇨분야 세계 

1위인 사노피社와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에는 남미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분야에서는 환자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신제형 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고 있으며, 5가 

혼합백신(동결제형) ‘유포박히브’를 개발하여 WHO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임상1상을 성공하였으며, 일본시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제휴사인 모치다社와 한일 

공동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    칭 주요사업내용 또는 제품 소  재  지

익산공장
 성장호르몬제, B형간염백신 등 

유전공학제품 퀴놀론계 항생제, 젖소산유촉진제 등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29

오송공장 고혈압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1로 151

온산공장 살충제,살균제,제초제 등 농약원제, 의약품중간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9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술연구원 신제품개발 연구, 공정연구, 독성시험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88

전국지점 각종 제품 판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청주, 경기, 경남, 전북, 강원, 제주

3. 공장 및 영업소 현황

  구분   임원 사무직 연구개발 생산직 계

 

4. 종업원 현황

 남 8명 521명 167명 355명 1,051명

 여 0명 166명 151명 16명 3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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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8명 687명 318명 371명 1,3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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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
(단위 : 주, 백만원)

 주식의 종류 주 식 수 금 액 구성비 비 고

 기명식 보통주 16,576,990 82,885 99% 

 기명식 우선주 236,216 1,181 1% 

 계 16,813,206 84,066 100% 

 

 2002.08.02 보통주 9,476,990 5,000원 47,385 47,385  분할신설

 2002.08.02 우선주 236,216 5,000원 1,181 48,566  분할신설

 2003.01.29 보통주 4,500,000 5,000원 22,500 71,066  유상증자

 2004.05.25 보통주 2,600,000 5,000원 13,000 84,066  유상증자

2) 자본금 변동 현황
(단위 : 주, 백만원)

 일자 주식의 종류 주 식 수 주당액면가 증자 금액 증자후 자본금 증자내용

3) 주식사무

 정기주주총회개최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

주주명부폐쇄기간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  고  방 법 한국경제, 매일경제

주권의 종류 기명식보통주, 기명식우선주 각8종 (1. 5. 10. 50. 100. 500. 1,000. 10,000)

주식업무대행기관
대 리 인 의  명 칭  : 한국예탁결제원

사 무 취 급 장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증권대행부)

회사내 담당자 금융팀 (02-6924-3512)

결 산 일 12 월 31 일

6. 사채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발행회차 시채종목 구 분 권면총액 발행일자 만기 이자율

 제 4 회 무보증사채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사채 50,000 2011.01.06 5년 5.35%

 제 6 회 무보증사채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사채 50,000 2012.01.17 5년 4.53%

 제 8 회 무보증사채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사채 50,000 2014.02.21 5년 3.77%

 제 9 회 무보증사채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사채 100,000 2014.12.12 4년 2.82%

 제 7 회 무보증사채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사채 30,000 2013.04.30 5년 3.20%



1. 제품 생산실적 

3. 설비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제 13 기 제 12 기

     2014년 2013년

 
 의 약 284,975  280,032

 정밀화학 70,618  82,537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자금조달현황 비  고

오송설비투자 등 20,832 차입 및 자기자금 오송, 익산 등 신규확장

 부지매입 2,367     차입 및 자기자금   마곡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   
 
 경상투자 10,754   차입 및 자기자금 생산시설 유지보수, 연구기자재 구입 등    

 계 33,953  

 

영업의 경과 및 성과

생산실적

사업부별

2. 제/상품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제 13 기 제 12 기 

      2014년 2013년

  내 수 197,107 188,486

 의 약 수 출 111,128 112,747

  계 308,235 301,232

   내 수 22,315 18,065

 정밀화학 수 출 54,464 65,180

   계 76,779 83,244

  내 수 219,422 206,550

 합  계 수 출 165,592 177,926

  계 385,014 384,477

판매실적

사업부별
판매구분

4.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차 입 기 관 조 달 목 적

제 8회 무보증사채 50,000 공모  차환자금

제 9회 무보증사채  100,000 사모  단기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외평채 8,442 우리은행 운영자금   

 계 15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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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355,593 36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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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회사 현황

모회사, 자회사 및 기업결합 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3. 모ㆍ자회사에 대한 임원 겸직 현황 

해당사항 없음

2. 자회사 현황

               회 사 명                         소 재 지               자 본 금        주요업종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거래관계

 

당사와의 관계회    사

 

LG Life Sciences India Ltd 인도 구루가운 $ 523,000 의약품 2,502,062 100.0% 폴리트롭 등 판매

LG Life Sciences Beijing Co., LTD 중국 베이징 $ 1,000,000 의약품 - 100.0% 마케팅

LG Life Sciences (Thailand) Ltd 태국 방콕 THB 24,800,000 의약품 248,000 80.0% EPO 등 판매

LG Life Sciences Poland 폴란드 바르샤바 $ 14,500 의약품 100 100.0% 제품 등록 및 허가

LG Life Sciences America Inc. 미국 뉴저지 $ 500,000 농   약 1 100.0% PM 등 판매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1.영업실적(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매출원가 223,957  216,642 220,340

매출총이익 187,823  191,313 177,283

판매비와 관리비 172,423  175,894 162,413 

영업이익 15,400  15,419 14,870

영업외손익 (14,053)  (9,270) (7,31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47  6,149 7,553

법인세이익(비용) (3,890)  (1,961) 571

당기순이익 (2,543)  4,188 8,124

기타포괄손익 (2,374)  (2,037) (3,180)

총포괄손익 (4,917)  2,151 4,944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자     산 648,656  609,638 565,723

부     채 399,519  355,585 313,821 

유동자산 253,802  277,556 243,022 

비유동자산 394,854  382,082 322,702 

유동부채 93,391  163,650 115,849 

비유동부채 306,128  191,935 197,972

자     본 249,137  254,053 251,902 

자본금   84,066 84,066 84,066

자본잉여금 147,046  147,046 147,046

이익잉여금 18,025  22,941 20,791

기타자본항목 0  0 0

 부채와 자본총계 648,656 609,638 565,723

2. 재산상태(요약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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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411,780 407,955 397,623



    보통주 113,605 0.7% 

  우선주  -  - 

  소유주식총수  113,605 0.7% 

   보통주  6,470,258 39.0% 

총  계 우선주 -      0.0% 

   소유주식총수   6,470,258 38.5% 

 

 회사가 대처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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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씀 및 회사의 개황 참조 」

 이사 및 감사위원 현황 

(단위 : 주)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 당사와의 거래관계 비  고구   분

 대주주 현황

 주주 성명  구 분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 고  

  보통주  5,044,114 30.4%

 ㈜LG  우선주  - - 

  소유주식총수  5,044,114 30.0% 

우리은행  보통주 1,002,390 6.0% 

(국민연금고유) 우선주  -  - 

   소유주식총수  1,002,390 6.0% 

  보통주 186,049 1.1% 

   우선주  -  - 

  소유주식총수   186,049 1.1% 

     보통주  124,100 0.7% 

  우선주  -  - 

  소유주식총수  124,100 0.7% 

 

POLUNIN 
DEVELOPING 
COUNTRIES FUND, 
LLC

국민은행 (알리안츠 
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

MORGAN STANLEY 
AND CO 
INTERNATIONAL PLC

정 일 재사내이사

이 종 희

대표이사

이사

無 이사회의장

無

CEO

자문

김 주 형기타비상무이사

유 지 영

이사

이사

無

無

LG경제연구원장/㈜LG경영개발원 대표이사

(주)LG 경영관리팀 전무

손 복 조사외이사

양 세 원

이사

이사

無

無

토러스 투자증권 대표이사

서울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 영 배 이사 無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감사위원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채권자 등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항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회사, 회사 및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회사명

 투자 및 출자회사 다른회사에 출자한 당사에 출자한 타회사의
  (당사 또는 자회사)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LG Life Sciences India Ltd  ㈜LG생명과학 2,502,062  주 100.0%

LG Life Sciences Beijing Co., LTD  ㈜LG생명과학  -  주 100.0%    

(단위 : 주, 백만원)

  채 권 자 명   채 권 액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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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8,442 - -
 

 
LG Life Sciences (Thailand) Ltd  ㈜LG생명과학 248,000  주 80.0%    

LG Life Sciences Poland  ㈜LG생명과학  100  주 100.0%   

LG Life Sciences America Inc.  ㈜LG생명과학  1  주 100.0%   





2014 영업보고서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18
⊙⊙ LG생명과학 -2014영업보고서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본 감사위원회는 ㈜LG생명과학의 제13기 사업연도(2014.1.1 ~ 2014.12.31)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감사방법의 개요

가. 회계감사     

 제13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자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보고 받아 이를 평가하였습니다.

 둘째,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감사부서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 대조, 실사,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필요한 시정조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분기별 재무제표와 연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및 회계 

  감사결과를 각각 보고 받고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였습니다.   

나. 업무감사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제13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법령, 정관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현금흐름의 내용, 자본의 변동내역 및 주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3.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현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2015년 02월 25일

주식회사 LG생명과학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손 복 조 

감사위원       양 세 원

감사위원       박 영 배 



본 감사위원회는 ㈜LG생명과학의 제13기 사업연도(2014.1.1 ~ 2014.12.31)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감사방법의 개요

가. 회계감사     

 제13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자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보고 받아 이를 평가하였습니다.

 둘째,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감사부서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 대조, 실사,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필요한 시정조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분기별 재무제표와 연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및 회계 

  감사결과를 각각 보고 받고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였습니다.   

나. 업무감사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제13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법령, 정관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현금흐름의 내용, 자본의 변동내역 및 주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3.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현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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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LG생명과학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5년 02월 26일

우리는 별첨된 주식회사 LG생명과학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행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LG생명과학의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13년 재무제표는 종전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 표 이 사  

권           승           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한  영  회  계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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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13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계 정  과  목 제13(당)기 제12(전)기

자산   

1. 유동자산 253,802  227,556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45,406  19,813

2) 매출채권 103,401  105,242

3) 기타채권 2,920  2,424

4) 기타금융자산 13  618

5) 파생금융자산 22   

6) 기타유동자산 1,581  1,482

7) 당기법인세자산 77  84

8) 재고자산 100,383  97,893

2. 비유동자산 394,854  382,082   

자산총계 648,656  609,638  

부 채  

1. 유동부채 93,391  163,650  

부채총계  399,519 355,585  

2. 비유동부채 306,128  191,935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9  29

2) 기타채권 2,486  1,459

3) 매도가능금융자산 1,264  1,264

4) 종속기업투자 4,130  3,621

5) 기타금융자산 5,981  5,741

6) 이연법인세자산 29,064  31,637

7) 유형자산 304,147  303,542

8) 무형자산 47,763  34,790

1) 매입채무 26,796  36,840

2) 기타채무  21,701  28,541

3) 차입금 28,691  81,670

4) 기타금융부채 10,089  9,869

5) 충당부채 1,179  1,116

6) 기타유동부채 4,936  5,613

1) 차입금 279,311  165,720

2) 기타금융부채 5,315  5,761

3) 퇴직급여부채 20,235  19,279

4) 충당부채 1,268  1,175



(단위 : 백만원)

  계 정  과  목 제 13(당)기 제 12(전)기

자본총계 249,137  254,053 

부채와 자본총계 648,656  609,638 

자 본  

1) 자본금 84,066  84,066

2) 자본잉여금 147,046  147,046

3) 이익잉여금 18,025  22,941

4) 기타자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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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제13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12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계 정  과  목 제 13(당)기 제 12(전)기

1. 매출액 411,780  407,955

2. 매출원가 223,957  216,642

3. 매출총이익 187,823  191,313

4. 판매비와 관리비 172,423  175,894

5. 영업이익 15,400  15,419

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47  6,149

8. 법인세비용 (3,890)  (1,961)

9. 당기순이익(손실) (2,543)  4,188

10. 기타포괄손익 (2,374)  (2,037)

6. 영업외수익 및 비용 (14,053)  (9,270)

11. 총포괄손익 (4,917)  2,151  

1) 금융수익 1,825  1,913

2) 금융비용 (12,195)  (9,820)

3) 기타영업외수익 6,109  5,755

4) 기타영업외비용 (9,792)  (7,11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374) (2,037)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3(당)기 제 12(전)기

  금   액 금   액

제13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 2015년 3월 13일

제12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 2014년 3월 14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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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처분이익잉여금   (4,874)  2,24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2   91    

   2. 당기순이익(손실) (2,543)   4,189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374)   (2,037)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0   2,200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0   2,200     

Ⅲ.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4,874)  42 



자본변동표
제13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12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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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항목 합계

2013년 1월 1일(전기초) 84,066  147,046 20,791  251,902

2013년 12월 31일(전기말) 84,066  147,046 22,941  254,053

2014년 1월 1일(당기초) 84,066  147,046 22,941  254,053

2014년 12월 31일(당기말) 84,066  147,046 18,025  249,137

   총포괄이익    2,151   2,151  

  총포괄손실    (4,917)  (4,917)

      당기순이익    4,189  4,189

      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2,037)  (2,037)

      당기순이익    (2,543)  (2,543)

      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2,374)  (2,374)



제13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12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현금흐름표

27
2014영업보고서- LG생명과학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계 정  과  목 제 13(당)기 제 12(전)기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97  2,202

   (1)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50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169  748

   (3) 유형자산의 처분 175  1,454

   (4) 무형자산의 처분 3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3,414)  (82,504)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386)  (1,536)

   (2) 종속기업투자 (509)  (868) 

   (3) 유형자산의 취득 (32,028)  (71,360) 

   (4) 무형자산의 취득 (20,490)  (8,739)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53,017)  (80,302)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5,629  (17,914)

Ⅴ.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19,813  37,774

Ⅵ.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37)  (47)

Ⅶ.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45,406  19,813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59,970  47,448 

1.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165,970  83,511

   (1) 차입금의 증가   16,523  53,556

   (2) 사채의 발행 149,447  29,954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6,000)  (36,063)

   (1) 차입금의 상환 (56,000)  (36,063)

   (2) 사채의 상환 (50,000)      

 

제13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12기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석

감사보고서 참조

Ⅰ.영업활동현금흐름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0,486 25,178

 2. 이자의 수취 660 536

 3. 이자의 지급 (11,406) (9,253)

 4. 법인세의 납부 (1,064) (1,521)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8,676  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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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 2013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계 정  과  목 제 13(당)기 제 12(전)기

자산      

1. 유동자산 261,821  232,857  

2. 비유동자산  391,317 379,130

자산총계 653,138  611,986  

부 채  

1. 유동부채 97,468  166,309  

1) 매입채무 28,231  37,491

2) 기타채무 22,207  28,705

3) 차입금 28,691  81,670

4) 기타금융부채 11,978  11,425

5) 당기법인세부채 29  105

6) 충당부채 1,179  1,116

7) 기타유동부채 5,153  5,797  

부채총계 403,680  358,318   

2. 비유동부채  306,212 192,009  

1) 차입금 279,311  165,720

2) 기타금융부채 5,325  5,761

3) 퇴직급여부채 20,307  19,353

4) 충당부채 1,268  1,175

1) 현금및현금성자산 50,336  24,350

2) 매출채권 103,131  103,304

3) 기타채권 3,106  2,583

4) 기타금융자산 342  992

5) 파생금융자산 22   

6) 기타유동자산 1,865  1,647

7) 당기법인세자산 112  135

8) 재고자산 102,908  99,845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9  29

2) 기타채권 2,486  1,459

3) 매도가능금융자산 1,264  1,264

4) 기타금융자산 5,427  5,212

5) 기타비유동자산 59  41

6) 이연법인세자산 29,650  32,190

7) 유형자산 304,502  303,958

8) 무형자산 47,909  3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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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계 정  과  목 제 13(당)기 제 12(전)기

자 본  

자본총계 249,458  253,669  

부채와 자본총계 653,138  611,986 

1) 자본금 84,066  84,066

2) 자본잉여금 147,046  147,046

3) 이익잉여금 19,218  23,692

4) 기타자본 (1,214)  (1,358)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49,115  253,445 

비지배지분 343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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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14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3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제14(당)기 제13(전)기 과  목

1. 매출액 450,526  425,598

2. 매출원가 231,718  225,003

3. 매출총이익 218,809  200,595

4. 판매비와 관리비 193,607  184,399

5. 영업이익(손실) 25,202  16,196

6. 영업외수익 및 비용 (11,308)  (14,049)

7. 법인세차감전손익 13,894  2,146

8. 법인세비용 2,523  4,139

9. 당기순이익(손실) 11,372  (1,993) 

1) 금융수익 1,064  1,998

2) 금융비용 (12,203)  (12,443)

3) 기타영업외수익 5,394  6,223

4) 기타영업외비용 (5,562)  (9,827)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1,527  (2,101)

2) 비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55)  108

10. 기타포괄손익 (3,208)  (2,217)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768)  (2,374)

2)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이 52  156

3) 파생상품평가손실 (1,491)  -

11. 총포괄손익 8,164  (4,210)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326  (4,330) 

2) 비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62)  120



연결자본변동표
제14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3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2014년 1월 1일(전기초) 84,066  147,046 (0) (1,358) 23,692 253,445 223 253,669

총포괄이익       144 (4,474) (4,330) 120 (4,210)

2013년 12월 31일(전기말) 84,066   147,046 (0) (1,214) 19,218 249,115 343 249,458

2014년 1월 1일(당기초) 84,066   147,046 (0) (1,214) 19,218 249,115 343 249,458

   당기순이익       (2,101) (2,101) 108 (1,99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374) (2,374)  (2,374)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이     144   144 12 156

   당기순이익       11,527 11,527 (155) 11,37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768) (1,768)  (1,768)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이     59   59 (7) 52

   파생상품평가손익    (1,491)  (1,491)  (1,491)

과 목
비지배

주주지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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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괄손실      (1,432) 9,758 8,326 (162) 8,164

2014년 12월 31일(당기말) 84,066  147,046 (0) (2,646) 28,976 257,441 181 257,622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 이익잉여금 소계
    손익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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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현금흐름표
제14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3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14(당)기 제13(전)기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81  349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514  171

   (2) 유형자산의 처분 50  175

   (3) 무형자산의 처분 9  3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1,723)  (52,919)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874)  (312)

   (2) 유형자산의 취득 (72,619)  (32,114) 

   (3) 무형자산의 취득  (17,830)  (20,493)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400)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33,969  165,973 

   (1) 차입금의 증가 33,969  16,526

   (2) 사채의 발행    149,447

2.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22,622)  (106,000) 

   (1) 차입금의 상환 (22,622)  (56,000)

   (2) 사채의 상환   (50,000)

      

제14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3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석

감사보고서 참조

Ⅰ.영업활동현금흐름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64,703 30,588

 2. 이자의 수취 978 791

 3. 이자의 지급 (10,715) (11,489) 

 4. 법인세의 납부 (1,336) (1,402)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53,630  18,488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91,141)  (52,571)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1,346  59,973 

Ⅳ.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6,165)  25,890 

Ⅴ.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50,336  24,350 

Ⅵ.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41)  95 

Ⅶ.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24,130  5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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