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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 (성 명) 박종

(전 화)031-677-6825

작성일 2018년 03월 26일

게재일 2018년 01월 01일

본 자료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기재사항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인정하거나 보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개황 (Excel 업로드 또는 직접 safe 입력 )

회 사 명 ㈜폴리사이언텍

회 사 영 문 명 Polyscientech Inc

대 표 자 명 전 승 호

대 표 자 영 문 명 Seungho Jeon

법인등록번호 110111-3059353

사업자등록번호 220-86-89409

설 립 일 2004년 08월 03일

결 산 월 12월 31일

임 직 원 수
*

11명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298

홈 페 이 지 www.polyscientech.co.kr

대 표 번 호 031-677-6825

팩 스 번 호 031-676-6826

업 종 도소매, 제조

주 요 제 품 수액세트, 바닥재, 프라스틱 소재

엔젤투자소득공제
**

해당

KOTC
등록일/해지일

등록/해지 택 1 해당 무

KSM
등록일/해지일

등록 2017.09.29./2018.09.28

벤 처 기 업
등록일/해지일

등록 2017.9.29. / 2019.9.28

이노비즈기업
등록일/해지일

등록/해지 택 1 해당 무

메인비즈기업
등록일/해지일

등록/해지 택 1 해당 무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여부

(센터명입력) 해당 무

창업보육센터
입주여부

(센터명입력) 해당 무

사 업 소 개
non-PVC 폴리올레핀 수액세트 및 non-PVC

폴리우레탄 바닥재 등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판매

* 상시근로자수 기준

** 벤처/3년 이내 기술성 우수기업



요약재무정보 (Excel 형태로 추가 제출 필요)

(단위 : )

사업연도

구 분
20171231 20161231

[유동자산] 744,081,510 817,505,159

․당좌자산 193,944,658 188,763,345

․재고자산 550,136,852 628,741,814

[비유동자산] 3,406,223,442 3,875,516,664

․투자자산 25,995,800 16,178,000

․유형자산 3,360,877,184 3,830,879,463

․무형자산 1,002,458 1,311,201

․기타비유동자산 18,348,000 27,148,000

자산총계 4,150,304,952 4,693,021,823

[유동부채] 1,784,787,022 1,648,582,473

[비유동부채] 3,606,166,771 3,543,106,054

부채총계 5,390,953,793 5,191,688,527

[자본금] 980,900,500 924,242,000

[자본잉여금] 4,343,459,622 3,720,216,122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1,240,648,841 -498,666,704

매출액 568,353,932 3,142,944,006

영업이익(영업손실) -1,184,288,393 -973,515,066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기재 생

략]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421,884,137 -1,190,620,832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음수는 (-)로 표시바람]

대차대조표
제14기 2017년12월31일 현재

제13기 2016년12월31일 현재

회사명 : ㈜폴리사이언텍 (단위 : 원)

과 목 제 14(당) 기 제 13 (전) 기

자 산

유동자산 744,081,510 817,505,159

당좌자산 193,944,658 188,763,345

현금및현금성자산 125,668,494 167,474,390

단기투자자산(주석2)

매출채권(주석3) 65,779,236 110,147,995

선급비용 2,233,803 1,230,982

이연법인세자산

재고자산 550,136,852 628,741,814

제품 59,210,654 132,401,263

재공품

원재료 490,926,198 496,340,551

비유동자산 3,406,223,442 3,875,516,664

투자자산 25,995,800 16,178,000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16,178,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유형자산 3,360,877,184 3,830,879,463

토지 1,633,605,444 1,633,605,444

설비자산 1,296,417,565 1,296,417,565

(-) 감가상각누계액 -2,069,233,153 -75,624,357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1,002,458 1,311,201

영업권

산업재산권 1,002,458 1,311,201

개발비

기타비유동자산 27,148,000

이연법인세자산

자 산 총 계 4,150,304,952 4,693,021,823

부 채

유동부채 1,784,787,022 1,648,582,473

단기차입금 1,449,483,490 1,472,500,000

매입채무 23,271,572 27,016,072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38,988,495 45,459,681

이연법인세부채

비유동부채 3,606,166,771 3,543,106,054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900,000,000 900,000,000

장기차입금 2,500,000,000 2,516,9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부 채 총 계 5,390,953,793 5,191,688,527

자 본

자본금 980,900,500 924,242,000

보통주자본금 556,658,500 500,000,000

우선주자본금 424,242,000 424,242,000

자본잉여금 4,343,459,622 3,720,216,122

주식발행초과금 4,298,996,500 3,675,753,000

자본조정

자기주식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이익잉여금 -11,708,133,789 -5,143,124,826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5,143,124,826

자 본 총 계 -1,240,648,841 -498,666,704

부채 및 자본총계 4,150,304,952 4,693,021,823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제14기 2017년1월1일부터 20x1년12월31일까지

제13기 2016년1월1일부터 20x0년12월31일까지

회사명 : ㈜폴리사이언텍 (단위 : 원)

과 목 제 14(당) 기 제 13 (전) 기

매출액 568 ,353,932 3,142,944,006

매출원가 364,174,619 2,771,281,626

기초제품재고액 132,401,263 90,362,500

당기제품제조원가 290,984,010 2,813,320,389

기말제품재고액 59,210,654 132,401,263

매출총이익 204,179,313 371,662,380

판매비와관리비 1,388,467,706 1,345,177,446

급여 333,652,625 422,842,111 422,842,111

퇴직급여 50,874,865 30,299,340

복리후생비 31,749,897 44,227,860

임차료 5,280,000 44,192,400

접대비 15,884,344 30,723,158

감가상각비 482,258,412 276,489,298

무형자산상각비 308,743 458,931

세금과공과 22,627,920 24,801,180

광고선전비 5,422,946 504,000

연구비

경상개발비 141,873,791 220,536,321

대손상각비 32,750,000

영업이익 -1,184,288,393 -973,515,066

영업외수익 1,563,487 12,928,918

이자수익 245,478 938,537

배당금수익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776,133

사채상환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영업외비용 239,159,231 230,034,684

이자비용 198,231,369 197,066,214

기타의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외환차손 686,395 3,622,704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21,884,137 -1,190,620,832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1,421,884,137 -1,190,620,832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이익

희석주당순이익

제14기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제13기 2016년1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회사명 : ㈜폴리사이언텍 (단위 : 원)

과 목 제 14(당) 기 제 13(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6,565,008,963 -5,143,124,826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143,124,826 -3,952,503,994

2. 회계변경누적효과

3. 중간배당액

4. 당기순이익 -1,421,884,137 -1,190,620,832

II. 이익잉여금처분액

1. 기업합리화적리급

2. 배당금

3.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4. 시설적립금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565,008,963 -5,143,124,82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

주식회사 폴리사이언텍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8년 3월 16일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주식회사 폴리사이언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
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
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
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
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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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표시위험에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
을 평가할 때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관련된 내부통제를 고
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
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
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폴리사이언텍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
시하고 있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4에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4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1,422 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재무제
표일 현재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041만원만큼 많으며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1,241백만
원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석 14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
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6- 15 한경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홍 재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