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6 기 정기주주총회 참고서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및 경영참고사항 등 상세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참고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호 의안 :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 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이 

외부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중 제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16기 요약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연결)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6 기 (2021) 제 15 기 (2020) 

 현금및예금  49,068 4,49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9,196 8,151 

 기타유동자산  14,282 11,891 

 투자자산  9,831 7,200 

 유형자산  953 1,297 

 무형자산  248 69 

 기타비유동자산  1,250 14,322 

자산총계 134,828 47,423 

 기타채무  2,769 3,358 

 전환사채 15,725 13,086 

 기타부채  8,285 8,099 

부채총계 26,779 24,543 

 자본금  51,434 35,809 

 주식발행초과금 424,659 342,55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730 10,169 

 기타자본항목 15,879 15,488 

 이익잉여금(결손금) (396,653) (381,144) 

자본총계 108,049 22,880 

 

 

 



2. 손익계산서(연결)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6 기 (2021) 제 15 기 (2020) 

영업수익  254 1,670 

영업비용  20,604 35,880 

영업이익(손실) (20,350) (34,210) 

기타수익 530 24 

기타비용 (40) (12,640) 

금융수익 883 1,086 

금융비용 (3,147) (2,085) 

법인세비용  (6,118) - 

당기순이익(손실) (16,006) (47,825) 

기타포괄손익 3,059 836 

총포괄이익(손실) (12,947) (46,989) 
 

3. 재무상태표(별도)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6 기 (2021) 제 15 기 (2020) 

 현금및예금  48,608 4,00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9,196 8,151 

 기타유동자산  14,060 11,756 

 투자자산  9,831 7,201 

 유형자산  888 1,214 

 무형자산  248 69 

 기타비유동자산  637 13,461 

자산총계 133,468 45,854 

 기타채무  4,988 5,250 

 전환사채 15,725 13,086 

 기타부채  7,281 6,625 

부채총계 27,994 24,961 

 자본금  51,434 35,809 

 주식발행초과금 424,659 342,55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775 6,088 

 기타자본항목 15,879 15,488 

 이익잉여금(결손금) (395,273) (379,050) 

자본총계 105,474 20,893 

 

 



4. 손익계산서(별도)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6 기 (2021) 제 15 기 (2020) 

 영업수익  254 1,670 

 영업비용  10,480 28,195 

영업이익(손실) (10,226) (26,525) 

 기타수익 12 1,880 

 기타비용 (4,367) (16,585) 

 금융수익 881 1,702 

 금융비용  (3,019) (6,121) 

당기순이익(손실) (16,719) (45,649) 

기타포괄손익 3,185 2,303 

총포괄이익(손실) (13,534) (43,346)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등의 상

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참고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제 2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단위 : 백만원) 

구분 
전기 당기 

보수한도 보수한도 

금액 1,000 1,000 

 

 

제 3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단위 : 백만원) 

구분 
전기 당기 

보수한도 보수한도 

금액 100 100 

 

 

 

 



제 4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4-1호 이사회 내 위원회 개정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제35조의3(이사회 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내부거래위원회 

2. 보상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경영 목적상 필요한 위원회 

②, ③ (생략) 

제35조의3(이사회 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보상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경영 목적상 필요한 위원회 

②, ③ (생략) 

 

□ 제4-2호 기술위원회 신설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제35조의4(기술위원회) 

① 회사는 의약품 등 연구개발 시 필요한 

심의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기술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