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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영 업 보 고 서 

 

 

[1]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사업목적 

1. 생명공학 관련 제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 

2. 인체이식용 조직관련 제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 

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 판매, 수출입업 

4.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5. 생물학적 제제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6. 의약외품, 화장품 및 화장품의 원료, 기타 미용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7. 위 각호 및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관련한 도‧소매업, 위수탁가공업 

8.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무역업 

9. 품질 및 제품관련 국내 및 해외 인증, 기술지도 관련 서비스업 

10.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 중요한 사업의 내용 

현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은 히알루론산(HA)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필러, 유착방지제)와 

화장품의 제조 판매입니다. 당사의 히알루론산 필러는 자체 원천 특허기술(“Multistage cross-linking 

technology”)을 활용하여 천연 히알루론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잃지 않으면서, 친수성을 높이고 입자

크기를 낮추면서 응집력과 점도를 높임으로써, 기존의 Hyaluronic acid 기반의 조직수복용생체재료와 

비교하여 필러의 지속기간, 몰딩력, 볼륨증대 효과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2014년 10월과 11월에 각각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과 품목허가를 득하여, 2015년

부터 본격적으로 영업∙마케팅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가 출시한 필러 브랜드에

는 “SkinPlus-HYAL(Implant/Volume), HyalDew(All/Mid/Fine/Shine), Helene(All/Smooth/Shine)  

Stilia, Deneb(Classic/Modern/Median)”등이 있으며, 화장품 브랜드로 “EOS”, KIARA가 있습니다. 

 

한편, 2016년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한 당사의 유착방지제가 2018년도에 본임상을 종료하여, 2019년 2

월 1일자에 식약처 허가 및 2월 7일자에 CE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9년 4월 1일자에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치료재료 등록과 함께 제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유착방지제의 브랜드명은 InterBlock입니

다.) 

 

당사는 또한 자체 연구소를 통해 7대 연구개발 추진 프로젝트[ (1) 부인과/비뇨기과용 조직수복재, (2) 

흉터 및 상처 치료제, (3) 창상피복재류, (4) HA 기반 인공연골, (5) 기능강화 관절활액제, (6) 대체진피(치

주용 멤브레인 등), (7) 항문비뇨기과용 제품 ]를 선정하여, R&D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료기

기 시장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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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소 및 공장(2019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소재지 비고 

본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A동 

1801~1802호 
영업/마케팅/경영관리총괄 

공장 

[성남공장]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A동 

901~908호 
제품 생산(12.02일 공장등록) 

[대전공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2차 211호 제품 생산 

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A동 

1202~1203호 
2019.11.28일 대전에서 이전 

 

(4) 종업원 현황(2019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기타 [합계] 

남 12 13 3 1 29 

여 - 25 1 - 26 

[합계] 12 38 4 1 55 

 ㈜ 임원포함, 단순 일용직은 제외한 인원수임  
 
 

(5)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201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주, 천원) 

주식의 종류 주식수 금액(자본금)* 구성비율 비고 

보통주 6,239,500 3,119,750 100%  

[합계] 6,239,500 3,119,750 100%  

    (*주) 기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360,000주가 2019.07.05일자에 보통주 408,000주로 모두 전환됨 
 

2) 주식의 사무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기간 1월 1일 ~ 1월 7일 주식업무 대행기관 국민은행(증권대행부) 

공고방법 홈페이지(www.bioplus.biz)에 공고. 다만, 전산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매일경제신문에 공고 

 

(6) 사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1) 영업의 경과 및 성과 

당사는 2014년도말에 GMP인증과 의료기기(조직수복용생체재료) 품목허가를 득하여, 2015년부터 히알루

론산 필러 제품의 영업 및 생산활동을 실질적으로 Start Up 하였습니다. 2014년말에 High Quality 고가

필러 제품인 SkinPlus-HYAL 출시 이래, 제품의 Line Up 다양화와 기능성 시장의 확대를 위해 중가필

러 제품인 HyalDew 시리즈, 기능성 필러 제품인 Deneb 시리즈와 Stilia, 화장품 필러 제품인 EOS와 

KIARA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 식약처 허가를 거쳐, 2019년 4월부터 유착방지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제품명은 InterBlock) 

 

http://www.bioplus.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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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는 제16기(2018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제17기(2019사업연도) 개별기준 영업실적은 매출액 17,021백만원, 영업이익 

6,279백만원, 당기순이익 5,070백만원을 실현하였으며, 연결기준 영업실적은 매출액 17,021백만원, 영

업이익 6,934백만원, 당기순이익 5,659백만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동 재무수치는 전기의 연결(개별)손익

대비 매출액은 약 54%(54%), 영업이익은 약 72%(100%), 당기순이익은 약 139%(214%) 증가한 수치로

전기대비 괄목할만한 경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자금조달 및 설비투자 현황 

자금조달 (단위:백만원) 설비투자 (단위:백만원) 

조달방법 조달금액 비고 구분 과목명 투자금액 비고 

자체자금 5,790  
본사, 공장 

및 연구소 
토지/건물 3,875 

*성남소재(본사,공장, 

 연구소) 

    기계장치 1,387 *성남,대전소재 

    시설장치 449 *성남소재 

    공구와기구 81 *성남소재 

    [합계] 5,792  

 

[3] 자회사 현황 

상호명 소재지 
자본금 

주요업종 
당사와의 관계 

(백만원) 소유주식수 지분율 거래관계 

바이오플러스커머스㈜ 성남시중원구 50 의료기기수출입업등 10,000 100% 해외영업 

비피메디㈜ [*주] 성남시중원구 10 의료기기도소매업등 2,000 100% 국내영업 

 [*주] 비피메디㈜는 2019.10월에 사명을 변경함(변경전 상호 : ㈜하이안) 

 

 

[4]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 변동상황(별도 및 연결) 
 

(1) 별도 기준 : 바이오플러스㈜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현황입니다. 

 

1) 영업실적                                                                           (단위: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제 15(전전) 기 

I. 매출액 17,020,655,768 11,038,137,075 3,488,883,184  

II. 매출원가 5,815,806,363 4,378,577,004 1,665,215,881  

III. 매출총이익 11,204,849,405 6,659,560,071 1,823,667,303  

IV. 판매비와관리비 4,925,468,144 3,525,510,363 1,479,815,730 

V. 영업이익 6,279,381,261 3,134,049,708 343,851,573 

  금융수익 -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11,797,653 - - 

  금융수익 - 기타 29,687,384 16,752,052 1,422,708 

  금융비용 200,595,342 1,100,724,456 49,515,166 

  기타수익 5,130,134 19,610,417 383,802 

  기타비용 19,220,596 17,771,536 631,444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106,180,494 2,051,916,185 295,5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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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법인세비용 1,035,865,215 438,971,434 (7,929,441) 

VIII. 당기순이익 5,070,315,279 1,612,944,751 303,440,914 

IX. 기타포괄손익 144,275 5,447,866 1,641,393 

 1. 후속적 당기손익 재분류 불가능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44,275 5,447,866 1,641,393 

X. 총포괄손익 5,070,459,554 1,618,392,617 305,082,307 

 

2) 재산상태                                                                            (단위: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제 15(전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10,581,260,515 9,229,427,975  3,592,057,959  

  1. 현금및현금성자산 2,567,906,523 3,411,003,181  498,633,010  

  2. 단기금융상품 -  1,040,000,000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174,418,654 1,894,658,364 1,635,703,826 

  4. 재고자산 3,806,738,655 2,362,958,653 1,399,413,916 

  5. 기타유동자산 32,196,683 520,788,977  58,271,967  

  6. 당기법인세자산 -     18,800  35,240  

II. 비유동자산 11,103,518,091 4,841,299,882  4,334,292,221  

  1. 종속기업투자주식 2,250,000,000 2,250,000,000  2,250,000,000  

  2. 유형자산 6,960,121,141 1,306,438,168  1,045,076,080  

  3. 무형자산 786,652,673 345,576,322  236,564,259  

  4. 기타채권 157,478,733 304,815,000  69,025,000  

  5. 이연법인세자산 949,265,544 634,470,392  733,626,882  

자      산      총      계 21,684,778,606 14,070,727,857  7,926,350,180  

부                        채      

I. 유동부채 4,864,237,345 2,734,452,507  1,432,864,163  

  1. 매입채무 368,489,252 394,884,901  266,869,200  

  2. 기타채무 2,600,632,402 2,068,238,554  669,843,844  

  3. 리스부채 97,381,488 -  -  

  4. 계약부채 24,703,714 -  -  

  5. 기타유동부채 607,892,977 141,267,179  46,151,119  

  6. 단기차입금    450,000,000  

  7. 당기법인세부채 1,165,137,512 130,061,873  -  

II. 비유동부채 62,001,817 4,534,180,425  1,462,027,567  

  1.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4,486,919,398  1,319,165,028  

  2. 순확정급여부채 16,170,958 47,261,027  142,862,539  

  3. 리스부채 45,830,859 -      -  

부      채      총      계 4,926,239,162 7,268,632,932  2,894,891,730  

자                        본      

I. 자본금 3,119,750,000 2,915,750,000  2,915,750,000  

II. 기타불입자본 8,070,910,573 3,633,190,000  3,633,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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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자본항목 896,396,745 652,132,353  499,888,495  

IV. 이익잉여금 4,671,482,126 (398,977,428) (2,017,370,045) 

자      본      총      계 16,758,539,444 6,802,094,925  5,031,458,45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1,684,778,606 14,070,727,857  7,926,350,180  

 

(2) 연결 기준 : 바이오플러스㈜와 자회사(바이오플러스커머스, 비피메디) 연결기준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현황입니다. 
 

1) 영업실적                                                                           (단위: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제 15(전전)기 

I. 매출액 17,020,655,768 11,038,137,075  3,488,883,184  

II. 매출원가 5,815,806,363 4,378,577,004  1,665,215,881  

III. 매출총이익 11,204,849,405 6,659,560,071  1,823,667,303  

IV. 판매비와관리비 4,270,664,427 2,630,037,155  1,426,136,345  

V. 영업이익 6,934,184,978 4,029,522,916  397,530,958  

금융수익 -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11,797,653 - - 

금융수익 - 기타 29,779,983 16,776,364  1,433,427  

금융비용 200,595,342 1,100,724,456  49,515,166  

기타수익 9,188,383 14,629,368  429,248  

기타비용 19,236,646 17,832,526  645,968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765,119,009 2,942,371,666  349,232,499  

VII. 법인세비용 1,106,117,974 571,790,665 (27,525,448) 

VIII. 당기순이익 5,659,001,035 2,370,581,001  376,757,947  

IX. 기타포괄손익 (33,961,030) 2,629,826  697,571  

1. 후속적 당기손익 재분류 불가능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3,961,030) 2,629,826 697,571 

X. 총포괄손익 5,625,040,005 2,373,210,827 377,455,518 

 

2) 재산상태                                                                            (단위:원) 

과                        목 제 17(당) 기 제 16(전) 기 제 15(전전)기 

자                        산    

I. 유동자산 10,902,202,554  9,252,715,353  3,617,997,769 

  1. 현금및현금성자산 2,847,353,150 3,436,230,559 523,072,798 

  2. 단기금융상품 - 1,040,000,000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215,914,066 1,892,718,364 1,635,703,848 

  4. 재고자산 3,806,738,655 2,362,958,653 1,400,913,916 

  5. 기타유동자산 32,196,683 520,788,977 58,271,967 

  6. 당기법인세자산 -  18,800 35,240 

II. 비유동자산 10,296,809,613  4,195,781,598  3,862,894,795 

  1. 유형자산 6,964,222,147 1,307,604,167 1,046,865,097 

  2. 무형자산 2,430,406,007 2,202,213,464 2,306,085,209 

  3. 기타채권 157,478,733 304,815,000 69,025,000 

  4. 이연법인세자산 744,134,592 381,148,967 440,919,489 

  5. 순확정급여자산 568,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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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총      계 21,199,012,167 13,448,496,951 7,480,892,564 

부                        채      

I. 유동부채 3,104,852,132 1,382,112,940 978,259,417 

  1. 매입채무 368,489,252 394,884,901 268,519,200 

  2. 기타채무 804,931,072 402,690,982 162,643,492 

  3. 리스부채 97,381,488 -  -  

  4. 계약부채 24,703,714 -  -  

  5. 기타유동부채 612,075,417 147,125,989 47,022,259 

  6. 단기차입금 - - 450,000,000 

  6. 당기법인세부채 1,197,271,189 437,411,068 50,074,466 

II. 비유동부채 45,830,859  4,529,079,805  1,490,783,626 

  1.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4,486,919,398 1,319,165,028 

  2. 순확정급여부채 -  42,160,407 171,618,598 

  3. 리스부채 45,830,859 -  - 

부      채      총      계 3,150,682,991 5,911,192,745  2,469,043,043 

자                        본      

I. 자본금 3,119,750,000 2,915,750,000 2,915,750,000 

II. 기타불입자본 8,070,910,573 3,633,190,000 3,633,190,000 

III. 기타자본항목 896,396,745 652,132,353 499,888,495 

IV. 이익잉여금 5,961,271,858 336,231,853 (2,036,978,974) 

자      본      총      계 18,048,329,176 7,537,304,206 5,011,849,52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1,199,012,167 13,448,496,951  7,480,892,564  

 

 

[5] 회사가 대처할 과제 
 

(1) 당사는 히알루론산(HA) 필러시장의 후발 중소주자로서, 선도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영업 및 마케팅, 자

본력 등에서 열위합니다. 필러를 포함한 미용성형관련 의료기기와 화장품 시장이, 타 산업과 대비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업체간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영환경 속

에서도 실질적인 영업개시 시점인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어오고 있는 견고한 시장 성장세를 지

속해 가는 것이 핵심적인 대처과제 중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2) 또한 국내 경기침체 지속과, 중국의 경제성장율 저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구매자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필수재와 비교하여 소비탄력성이 큰 필러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업체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 등에 따른 중국 내 유통제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중국시장의 판매에 부정적 영향

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대처과제와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New 4P 전략

(New Product/New Price/New Place/New Promotion)”의 수립과 함께 동 전략을 기초로 국내외 필

러시장의 점유율의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히알루론산 제조기술력의 응용 내지 기존의 마케팅 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아이템도 적극적으로 발굴, 진입함으로써 사업포트폴리오의 강화와 함께 성장동력도 지속적으로 확충

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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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는 글로벌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메트트로닉의 한국법인(메드트로닉코리아)과 2018년도에 비즈

니스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메드트로닉코리아의 국내 유통라인을 통해 2019년 4월부터 유착방지제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2월에 유착방지제의 CE인증도 취득하였습니다. 국내외의 허가 및 

인증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유착방지제의 매출을 확대해 가는 것 또한 회사의 핵심 과제 중 하

나입니다. 

 

(5)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위기가 그 어느 때 보다

도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이러한 외생변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 

또한 회사가 대처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6] 이사 및 감사 현황(2019년 12월 31일 현재) 

성명 지위 
담당업무 또는 

주된직업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정현규 대표이사 경영총괄 없음  

이세윤 사내이사 부사장 없음  

박성영 사내이사 연구 및 제품개발 총괄 없음 주식매수선택권 20만주 

이민엽 사내이사 경영관리본부장 없음 주식매수선택권 35천주 

정길용 사외이사 이사 없음 비상근 

조용준 감사 감사 없음 비상근 

  

 

[7] 주요주주 현황(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비고 
보통주 지분율 거래관계 

정현규(*주1) 2,166,805 34.7% 대표이사  

이해영(*주1) 512,000 8.2% 없음  

가우스캐피탈매니지먼트(주) 389,367 6.2% 없음  

한-영이노베이션펀드 254,000 4.1% 없음  

HB청년창업투자조합 140,900 2.3% 없음  

HB성장지원엠앤에이투자조합 140,900 2.3% 없음  

박성영(*주1) 209,000 3.4% 등기이사  

우신벤처투자(주) 200,000 3.2% 없음  

이노폴리스2019세컨더리투자조합(과세) 123,000 2.0% 없음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 과세 77,000 1.2% 없음  

키움증권 104,000 1.6% 대표주관사계약  

기타 1,922,528 30.8% -  

[합계] 6,239,500 100.0%   

 (*주1) 상기의 소유주식수 현황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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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요 채권자 현황(2019년 12월 31일 현재) : 해당사항 없음 

 

 

[9] 결산기 이후 발생한 중요한 사실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