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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세포바이오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8년 03월 26일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세포바이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
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재무보고 목적에 근거하여 협의된 작성기준에 따
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
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
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특정목적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
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
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
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
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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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5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5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기순손실 1,61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
업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71백만원 초과하였으며, 자본잠식이 167백만원 발생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회사의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우리가 감사하였으며, 2017년 4월
25일자 감사보고서에는 기초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당기 결산과정
에서 발견된 자산, 부채 및 손익에 관련된 회계오류를 수정하여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교표시된 2016
년12월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된 것이므로 2017년 3월31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와 상이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이 촌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정석용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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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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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세포바이오 대표이사 박 현 숙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바이오빌딩 4층
(전 화)

070-435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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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제 07(당)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06(전)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세포바이오
과

(단위 : 원)
목

자

제 07(당)기

산

Ⅰ. 유동자산

892,598,740

(1) 당좌자산
2. 단기금융상품(주석2,4)
3. 단기매매증권(주석5)
4. 매출채권(주석2)
대손충당금
5. 미수금
대손충당금
6. 선급금
7. 부가세대급금
8. 선납세금

1,786,543,796

240,710,706

1,665,161,545

47,835,472

1,141,613

100,009,863

-

131,160,122

84,184,099

(22,934,450)

-

2,373,354

2,691,630

(2,373,354)

-

24,200

4,453,386

-

28,549,483

212,080

362,040

(2) 재고자산(주석2)

395,580,747

532,535,359

1. 제품

150,742,295

366,331,632

2. 원재료

232,169,612

145,962,550

3. 재공품

12,668,840

20,241,177

Ⅱ.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주석2,6)
1. 토지

2,316,869,806

880,679,505

2,081,067,101

701,237,208

1,082,298,486

2. 비품

-

74,075,802

64,458,275

감가상각누계액

(53,383,835)

(41,214,507)

3. 인테리어

254,775,798

254,775,798

감가상각누계액

(99,914,312)

(48,959,156)

4. 연구시설장치

1,156,037,378

886,213,378

감가상각누계액

(582,822,216)

(414,036,580)

5. 건설중인자산

250,000,000

-

(2) 무형자산(주석2,7)
1. 특허권

135,538,705
33,255,991

2. 상표권
3. 소프트웨어
4. 건설중인자산
1. 임차보증금
산

총

37,647,837

605,334

844,167
4,798,700

95,058,482

35,887,593
100,264,000

100,000,000

2. 기타보증금

79,178,297

6,618,898

(3) 기타비유동자산

부

2,319,079,155

497,017,993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자

제 06(전)기

100,000,000

264,000
계

264,000
3,209,468,546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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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64,000

3,199,758,660

과

목

제 07(당)기

Ⅰ. 유동부채

1,463,335,016
115,863,690

167,580,620

2. 미지급금

343,912,637

43,448,156

3. 예수금

5,801,520

3,480,170

4. 부가세예수금

1,407,920

-

75,761,343

2,807,916

870,000,000

300,000,000

587,906

651,697

50,000,000

-

6. 단기차입금(주석6,8)
7. 미지급비용
8. 유동성장기차입금(주석,6,8)
Ⅱ. 비유동부채

1,050,353,054

994,662,901

1. 장기차입금(주석6,8)

303,330,440

353,330,440

2. 전환사채(주석9)

500,000,000

500,000,000

상환할증금

98,795,412

98,795,412

전환권조정

(162,198,430)

(191,195,948)

310,425,632

233,732,997

3. 퇴직급여충당부채
채

총

자

계

2,513,688,070

1,512,631,460

862,665,000

827,915,000

본

Ⅰ. 자본금(주석11)
1. 보통주자본금

779,335,000

744,585,000

2. 우선주자본금

83,330,000

83,330,000

Ⅱ. 자본잉여금

3,303,494,757

1. 주식발행초과금
2. 전환권대가(주석9)

2,616,424,000

97,023,797

97,023,797
3,470,379,281

미처리결손금
본

총

2,713,447,797

3,206,470,960

Ⅲ. 결손금 (주석11)
자

517,968,559

1. 매입채무

5. 선수금

부

제 06(전)기

(3,470,379,281)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854,235,597
(1,854,235,597)

695,780,476

1,687,127,200

3,209,468,546

3,199,758,660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