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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0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6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6년 3월 25일(금요일) 오전 10:00
2.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6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60기(2015. 1. 1 ~ 2015.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제 3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 규
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
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정기주주총회 장소의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 교통수단을이용하
여 주시기 바라며,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TWO IFC 13층
알보젠코리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승 윤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하나은행
은 행 장 함 영 주(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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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회차

개최일자

윤방부

의안내용

이종욱

(출석률: 75%) (출석률: 75%)
찬반여부

1

2015.01.09

◈ 운영자금대출 한도 약정 체결의 건

-

-

2

2015.01.21

◈ 기업운전일반대출 차입 및 소매금융(한도) 약정 체결의 건

-

-

3

2015.01.3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제5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4

2015.03.02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5

2015.03.17

◈ 드림파마 흡수합병의 건

찬성

찬성

6

2015.04.01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7

2015.04.27

◈ 근화제약(주)와 (주)드림파마의 합병승인의 건

찬성

찬성

8

2015.06.01

◈ 근화제약(주)와 (주)드림파마의 합병종료보고의 건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

-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사외이사

2

주총승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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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00

지급총액
54,000,000

1인당
평균 지급액
27,000,000

비고
주총승인금액은 사내
이사를 포함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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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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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입니다. 또한, 안전성
에 대한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신약의 개발 및 상품화 뿐만 아니라 의 약품의 제조·유통 등
전과정에서 관련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의·약사의 처방과 조제
에 의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도록 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법적·행정적 관리가 뒤따르
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생명과학과 정밀화학이 결합되는 기술 및 지식집약형 산업이면서, 우
수신
약 개발에 성공시 특허권에 의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한 산업입니다. 그 외에 에너지절약형, 저공해성, 다품종소량형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우
수 인력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산업이고, 미래 핵
심전략산업으로의 발전 가
능성이 큰 유망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제약산업은 2013년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약 1.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사회
로의 진입 가속화 및 성인병 관련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의료복지 및 건강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의 장년층에 대한 약제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수
준의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의 증가, 인간유전자지도의 해독 등 생명공 학분야의 비
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바이오 열풍과 이에 따른 신약개발 의 활성화는 제약산
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케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내수의존도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경기변동
에는 민감하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및 제약사별 특성에 따 라 약
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전문의약품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고 안정 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경기변동에 의한 약간의 수요 변동을 보 이고 있습니다. 그러
나 이같은 영향은 다른 업종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
니다.
4) 경쟁요소
현재 국내 제약업계는 업체의 난립으로 경쟁이 치열하며,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 된 의
약분업의 영향으로 고품질의 처방의약품 위주로 성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오리지날 처
방의약품 비중이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리지날 의약품에 의한 앞선 제품력과 막강한 자금력까지 함께 보유한 다국 적 제
약기업들이 전문의약품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내 영업을 강
화하고 있어
국내 제네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기존의 영세 제약업체들은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미국과 체결된 FTA로 인하여 중소 제약사 및 국내 제약사들은 신제품(제네
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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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과 출시에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당국에서 시행을 예
고하고 있는
약가 일괄 인하의 시행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내 제약산업은 적은 자본투자로도 진입이 가능하며 인접 관련산업에서
의진
입이 용이한 편입니다. 현재 몇몇 대기업들이 제약산업에 진출하여 신약개발 을 위한 투자
를 늘리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대형 제약사들을 중심
으로 바이오벤처투
자를 통한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적 제휴를 통해 각기 우월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추구
하면서 지식, 기술, 정보,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의 배양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 색하기도 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단위: 백만원)
구 분
매 출 액

2015년

전기대비
증감율(%)

2014년

비 고

165,837

154.1

65,262

영업이익(손실)

20,636

흑자전환

(11,181)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손실)

17,036

흑자전환

(11,823)

당기순이익(손실)

12,240

흑자전환

(10,687)

2015년 영업이익율은
매출액대비 12.4%

* 2014년 실적은 연결기준 실적입니다.
(2) 시장점유율
- 주요 제약사 연간 매출액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체 매출액(*)
알보젠코리아
((구)근화제약) 매출액
비율(%)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2,659,123

11,286,274

11,349,264

10,181,699

9,133,119

65,262

70,833

65,505

68,801

64,639

0.52

0.63

0.58

0.68

0.71

* 상장, 코스닥법인 중 12월 결산인 제약회사 매출액 대비 알보젠코리아((구)근화제
약(주
))의 매출액으로, 2014년은 자회사였던 (주)드림파마를 포함한 연결매출액임.* 금융감독원
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한 제약사 매출액임.
(3) 시장의 특성
국내 의약품시장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유통별로는 종합병원, 의원 및
약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과는 도매상을 통한 간접거래와 의료기관 및 약국과의 직거
래 형태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의약분업, 실거래가 상환제, 생동성시험 의무화 등의 제도변화 이후 의
사의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오 리지날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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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진 추세이고, 이에 맞춰 다국적 제약사 들의 마케팅 활동이
매우 강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오리지날제품을 다수 보유한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시장에서의 입지가 전보다 상대적
으로 강화되었으나 제품력과 마케팅력이 막강한 다국적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입
니다. 반면 제네릭제품 위주의 국내 중소제약사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국내제 약사들은 연구개발력과 자본
력에서 훨씬 앞선 선진 다국적 제약기업들과의 경쟁에 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세기를 주도할 생명공학 신제품 개발에의 참여, 연구개발력 있는 벤처 기업에
의 투자 및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알보젠코리아주식회사는 최신식 설비와 첨단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00여종 이상의 처
방 및 일반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주력제품인 비만치료제와 신장질환치료제에더해 치료영역 및 포트폴
리오 다각화의 일환으로 신경정신과 제품과 항암제의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다국적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신경정신계
질환의 치료제인 쎄로켈을 판매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추가적인 신경정신과 영역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항암제와 심혈관치료제 라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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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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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알보젠코리아주식회사는 최신식 설비와 첨단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00여종 이상의 처
방 및 일반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주력제품인 비만치료제와 신장질환치료제에더해 치료영역 및 포트폴
리오 다각화의 일환으로 신경정신과 제품과 항암제의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다국적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신경정신계
질환의 치료제인 쎄로켈을 판매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추가적인 신경정신과 영역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항암제와 심혈관치료제 라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알보젠코리아주식회사는 제60기 실적으로 매출액은 전기대비 154.1%증가한 165,837백만
원 및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하여 각각 20,636백만원과 12,240백만원을 달성하
였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드림파마와의 합병을 통한 제품군 다양화 및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
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재무상태에 관하여는 유동비율이 311.9%로 전기말 대비 34.3%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부채
비율이 65.2%로 전기말 대비 10.1% 포인트 감소하여 재무안전성이 전년 대비 양호하게 개
선되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0 기 2015. 12. 31 현재
제 59 기 2014. 12. 31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60 기

제 59 기

자산
유동자산

112,215,651,545

115,144,929,650

1. 현금및현금성자산

40,171,703,613

19,034,562,558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459,821,989

63,935,984,453

3. 재고자산

26,396,680,715

30,086,766,309

4. 당기법인세자산

-

506,601,195

5. 기타금융자산

-

25,000,000

6. 기타유동자산

1,187,445,228

1,556,015,135

203,700,908,254

202,607,720,477

6,000,000

6,000,000

63,180,000

63,180,000

-

1,270,768,470

37,326,159,019

37,016,524,147

110,860,474,313

110,860,474,313

비유동자산
1. 장기금융상품
2. 매도가능금융자산
3. 투자부동산
4. 유형자산
5.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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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형자산

48,868,341,129

46,650,252,230

7. 이연법인세자산

4,257,876,076

3,210,565,910

8. 기타금융자산

2,286,171,181

3,053,604,319

32,706,536

476,351,088

315,916,559,799

317,752,650,127

유동부채

35,969,325,573

41,476,137,998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1,248,863,873

23,693,881,786

6,000,000,000

9,000,000,000

122,512,912

159,167,031

4. 충당부채

3,533,245,074

4,624,523,163

5. 당기법인세부채

1,511,380,075

244,977,520

6. 기타금융부채

530,360

14,228,500

7. 기타유동부채

3,552,793,279

3,739,359,998

비유동부채

88,698,658,931

95,041,990,105

1. 차입금

72,021,638,749

77,889,386,822

14,893,428

369,838,345

2,121,131,684

3,217,806,096

13,626,211,631

11,691,694,135

914,783,439

926,264,707

-

947,000,000

124,667,984,504

136,518,128,103

1. 자본금

59,289,610,000

59,289,610,000

2. 기타불입자본

81,311,530,685

81,311,530,685

3. 이익잉여금

50,647,434,610

40,633,381,339

191,248,575,295

181,234,522,024

315,916,559,799

317,752,650,127

9.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부채

2. 차입금
3. 금융리스부채

2. 금융리스부채
3. 충당부채
4. 순확정급여부채
5.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6. 기타금융부채
부

채

총

계

자본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주1) 상기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주2) 또한, 전기말의 재무정보는 자회사였던 (주)드림파마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
준 재무정보입니다.

기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0 기 (2015.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제 59 기 (2014. 1. 1 부터 2014.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매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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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68,034,904,684

34,926,777,051

매출총이익

97,801,634,121

30,335,126,586

판매비와관리비

77,165,400,753

41,516,135,926

영업이익(손실)

20,636,233,368

(11,181,009,340)

기타영업외이익

5,219,953,655

1,454,446,963

기타영업외비용

3,830,717,149

2,471,784,785

금융이익

617,544,224

1,012,400,416

금융원가

5,607,470,888

636,874,909

17,035,543,210

(11,822,821,655)

법인세비용(수익)

4,795,821,239

(1,135,757,987)

당기순이익(손실)

12,239,721,971

(10,687,063,668)

기타포괄손익

(2,225,668,700)

768,227,999

당기총포괄이익(손실)

10,014,053,271

(9,918,835,669)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주1) 상기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주2) 또한, 전기말의 재무정보는 자회사였던 (주)드림파마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
준 재무정보입니다.

기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0 기 (2015.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제 59 기 (2014. 1. 1 부터 2014.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60 기

제 59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2,511,309,660

35,820,211,846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6,420,211,846

41,816,092,058

2. 합병으로 인한 잉여금 승계

(3,922,955,457)

-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225,668,700)

768,227,999

4. 당기순이익(손실)

12,239,721,971

(6,764,108,211)

II. 이익잉여금 이입액

1,266,666,700

600,000,000

1. 임의적립금

1,266,666,700

600,000,000

-

-

43,777,976,360

36,420,211,846

III.이익잉여금 처분액
IV.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주1) 상기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60 기 (2015.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제 59 기 (2014. 1. 1 부터 2014. 12. 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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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과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총계

2014.01.01 (기초자본)

24,449,930,000

19,841,298,249

165,253,206

50,552,217,008

95,008,698,463

유상증자

34,839,680,000

61,304,979,230

-

-

96,144,659,230

-

-

-

(10,687,063,668)

(10,687,063,668)

-

-

-

768,227,999

768,227,999

2014.12.31 (기말자본)

59,289,610,000

81,146,277,479

165,253,206

40,633,381,339

181,234,522,024

2015.01.01 (기초자본)

59,289,610,000

81,146,277,479

165,253,206

40,633,381,339

181,234,522,024

-

-

-

12,239,721,971

12,239,721,971

-

-

-

(2,225,668,700)

(2,225,668,700)

59,289,610,000

81,146,277,479

165,253,206

50,647,434,610

191,248,575,295

당기순손실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15.12.31 (기말자본)

주1) 상기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주2) 또한, 전기말의 재무정보는 자회사였던 (주)드림파마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
준 재무정보입니다.

기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60 기 (2015.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제 59 기 (2014. 1. 1 부터 2014.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60 기

제 59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043,659,313

(14,395,389,023)

당기순손익

12,239,721,971

(10,687,063,668)

조정

21,898,880,731

7,097,456,806

운전자본 변동

11,504,600,285

(7,126,565,119)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7,599,543,674)

(3,679,217,042)

이자수익의 수취

590,487,406

1,030,085,375

이자비용의 지급

(4,747,656,135)

(457,732,969)

법인세의 납부

(3,442,374,945)

(4,251,569,448)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94,569,547)

(188,951,914,408)

1,295,987,500

36,380,000

794,489,956

91,001,090

1,570,300,000

1,677,973,980

유형자산의 처분

260,043,351

16,363,636

무형자산의 처분

-

216,363,637

장기대여금의 감소

-

5,000,000

종속기업의 취득관련 순현금유출

-

(186,386,290,122)

유형자산의 취득

(3,564,539,028)

(2,263,871,527)

무형자산의 취득

(6,150,851,326)

(2,229,716,18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보증금의 감소
투자부동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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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증가

-

(115,118,920)

(11,111,948,711)

175,525,891,016

-

96,144,659,230

단기차입금의 증가

3,000,000,000

3,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

77,889,386,822

임대보증금의 증가

-

15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365,98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6,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상환

(6,750,000,000)

-

임대보증금의 감소

(947,000,000)

(1,064,000,000)

금융리스부채의 감소

(414,948,711)

(228,162,436)

-

(12,6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1,137,141,055

(27,821,412,415)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9,034,562,558

46,857,790,370

-

(1,815,397)

40,171,703,613

19,034,562,55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보통주의 발행

배당금의 지급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주1) 상기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주2) 또한, 전기말의 재무정보는 자회사였던 (주)드림파마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
준 재무정보입니다.

기

※ 상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 주석사항 :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당

기

전

기

주당배당금(원)

-

-

시가배당율(%)

-

-

배당금 총액(천원)

-

-

※ 상기 현금배당은 정기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전 기

당 기
8(2)

8(2)

900,000천원

9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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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감사의 수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전 기

당 기
2

2

100,000천원

100,000천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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