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안 설명서
1. 제19기(2019. 1. 1 ~ 2019.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작성된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이므로, 외부감사인 감사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19(당)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8(전)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엔바이오니아
과

목

(단위: 원)
제19(당)기말

제18(전)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17,960,392,768

7,460,264,073

현금및현금성자산

8,314,363,537

4,242,940,976

금융기관예치금

2,01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519,709,400

237,539,400

704,856,551

841,382,407

기타수취채권

23,190,556

109,135,672

기타유동자산

96,556,852

188,760,360

재고자산

2,291,715,872

1,840,505,258

Ⅱ.비유동자산

12,033,711,882

10,567,166,940

132,100,000

126,800,000

유형자산

10,696,331,887

9,427,242,705

무형자산

74,332,917

23,155,855

사용권자산

220,902,173

-

이연법인세자산

910,044,905

989,968,380

29,994,104,650

18,027,431,013

Ⅰ.유동부채

4,718,725,148

5,311,150,950

매입채무

214,151,740

187,390,104

1,203,542,207

1,171,274,100

37,635,985

72,697,414

-

622,843,797

2,346,545,000

625,060,000

-

1,326,563,401

기타지급채무

800,698,224

402,550,664

리스부채

116,151,992

-

-

902,771,470

3,891,322,349

7,042,005,537

매출채권

기타비유동수취채권

자산총계
부채

기타유동부채
당기법인세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우선주부채

파생상품부채
Ⅱ.비유동부채

순확정급여부채

1,166,647,230

669,988,437

장기차입금

2,610,895,000

6,178,940,000

-

193,077,100

113,780,119

-

8,610,047,497

12,353,156,487

3,720,277,500

2,712,560,000

22,169,251,754

8,479,750,461

581,235,691

332,892,025

(5,086,707,792)

(5,850,927,960)

자본총계

21,384,057,153

5,674,274,526

부채와자본총계

29,994,104,650

18,027,431,013

기타비유동지급채무
리스부채
부채총계
자본
Ⅰ.자본금
Ⅱ.주식발행초과금
Ⅲ.기타자본
Ⅳ.결손금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9(당)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8(전)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엔바이오니아
과

목

(단위: 원)
제19(당)기

제18(전)기

Ⅰ.매출액

9,720,396,722

8,544,681,363

Ⅱ.매출원가

5,425,305,331

4,519,144,282

Ⅲ.매출총이익

4,295,091,391

4,025,537,081

판매관리비

2,742,184,622

2,114,743,032

(42,549,565)

(211,922,250)

Ⅳ.영업이익

1,595,456,334

2,122,716,299

이자수익

37,713,918

4,337,618

금융수익

6,943,695

5,386,996

금융비용

716,769,751

1,052,212,751

기타수익

342,254,485

7,468,638

기타비용

7,737,315

327,462,537

1,257,861,366

760,234,263

Ⅵ.법인세비용

229,050,114

112,715,270

Ⅶ.당기순이익

1,028,811,252

647,518,993

(264,591,084)

(16,370,130)

764,220,168

631,148,863

기본주당순이익

165

125

희석주당순이익

160

122

대손상각비(환입)

Ⅴ.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당기총포괄이익
주당손익

자 본 변 동 표
제 19(당)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8(전)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엔바이오니아
과

(단위: 원)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항목

2,572,565,000

7,332,114,057

238,164,654

(6,279,574,579)

3,863,269,132

-

-

-

(202,502,244)

(202,502,244)

2,572,565,000

7,332,114,057

238,164,654

(6,482,076,823)

3,660,766,888

당기순이익

-

-

-

647,518,993

647,518,993

순확정급여부채의

-

-

-

(16,370,130)

(16,370,130)

124,995,000

1,115,052,174

-

-

1,240,047,174

15,000,000

32,584,230

(3,847,560)

-

43,736,670

-

-

98,574,931

-

98,574,931

전기말잔액

2,712,560,000

8,479,750,461

332,892,025

(5,850,927,960)

5,674,274,526

당기초잔액

2,712,560,000

8,479,750,461

332,892,025

(5,850,927,960)

5,674,274,526

당기순이익

-

-

-

1,028,811,252

1,028,811,252

순확정급여부채의

-

-

-

(264,591,084)

(264,591,084)

유상증자

785,935,500

11,184,393,200

-

-

11,970,328,700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214,282,000

2,482,389,364

-

-

2,696,671,364

7,500,000

22,718,729

(603,729)

-

29,615,000

-

-

248,947,395

-

248,947,395

3,720,277,500

22,169,251,754

581,235,691

(5,086,707,792)

21,384,057,153

전기초잔액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수정 후 당기초잔액

결손금

총계

총포괄손익

재측정요소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주식선택권 행사
주식선택권

총포괄손익

재측정요소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 행사
주식선택권
당기말잔액

현 금 흐 름 표
제 19(당)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8(전)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엔바이오니아
과

목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원)
제19(당)기
2,591,111,277

제18(전)기
2,481,233,87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876,090,384

2,765,719,207

이자수취

31,950,310

4,236,301

이자지급

(207,369,603)

(242,955,449)

법인세의 납부

(109,559,814)

(45,766,180)

(7,944,052,972)

462,612,89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01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감소

-

133,996,38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증가

(4,000,000,000)

(136,410,390)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3,900,000

112,600,000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18,000,000)

(32,800,000)

(5,300,000)

(53,200,000)

-

522,240

198,342,039

1,226,120,697

유형자산의 취득

(2,045,077,849)

(785,879,636)

유형자산의 처분

-

200,000

무형자산의 취득

(67,917,162)

(3,536,400)

9,421,630,695

(444,194,561)

기타지급채무의 감소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

7,500,000

66,083,100

리스부채의 감소

(116,409,208)

-

차입금의 차입

1,019,132,935

4,692,219,778

차입금의 상환

(3,488,536,732)

(5,246,234,109)

유상증자

11,970,328,700

-

29,615,000

43,736,670

4,068,689,000

2,499,652,209

2,733,561

(41,16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242,940,976

1,743,329,933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8,314,363,537

4,242,940,97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기타비유동수취채권의 증가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정부보조금의 수령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주식선택권 행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9(당)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8(전)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엔바이오니아
과

목

(단위: 원)
제19(당)기

제18(전)기

Ⅰ. 처분전미처리결손금

(5,086,707,792)

(5,850,927,960)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5,850,927,960)

(6,279,574,579)

-

(202,502,244)

(264,591,084)

(16,370,130)

회계변경의기준효과
보험수리적손익

당기순이익

1,028,811,252

647,518,993

-

-

(5,086,707,792)

(5,850,927,960)

-

-

(5,086,707,792)

(5,850,927,960)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합계
Ⅲ. 결손금처분액
Ⅳ.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개정

비고

제2조[목적]

제2조[목적]

판매채널 다각화를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하여 목적 추가

1. 대기ㆍ수질오염 방지 및 기술의 개발 및 판매

1. 대기ㆍ수질오염 방지 및 기술의 개발 및 판매

2. 대기ㆍ수질오염 방지․저감상품 및 장비의 제조 및 판매 2. 대기ㆍ수질오염 방지․저감상품 및 장비의 제조 및 판매
8. 저공해ㆍ무오염 공정을 위한 환경정보의 판매

8. 저공해ㆍ무오염 공정을 위한 환경정보의 판매

11. 환경오염감시, 환경위해성 평가, 관리 등의 기술 11. 환경오염감시, 환경위해성 평가, 관리 등의 기술
시스템 개발, 제조, 판매

시스템 개발, 제조, 판매

12. 환경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의 개발, 제조, 판매

12. 환경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의 개발, 제조, 판매

13. 소음 진동방지, 저감상품 및 장비의 제조 및 판매

13. 소음 진동방지, 저감상품 및 장비의 제조 및 판매

14. 소음 진동방지 기술의 개발 및 판매

14. 소음 진동방지 기술의 개발 및 판매

17.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18.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8.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9.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9.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20.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0.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1. 기체여과기 제조업

21. 기체여과기 제조업

22. 액체여과기 제조업

22. 액체여과기 제조업

24. 자료처리업

24. 자료처리업

2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6. 수질오염방지 관련 상품ㆍ제품 및 기술의 개발, 제조, 26. 수질오염방지 관련 상품ㆍ제품 및 기술의 개발, 제조,
판매

판매

27. 환경 및 위생관련 엔지니어링

27. 환경 및 위생관련 엔지니어링

30.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30.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31.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31.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32.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2.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3.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4. 학술, 연구 용역업

34. 학술, 연구 용역업

35. 기계ㆍ설비 공사업

35. 기계ㆍ설비 공사업

36.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6.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7.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37.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38. 위 각 호에 관련된 수입, 수출업 및 동 대행업

38. 위 각 호에 관련된 수입, 수출업 및 동 대행업

삭제

39. 위 각 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39. 위 각 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삭제
부수되는 사업 일체

부수되는 사업 일체

38.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추가

39. 위 각 호에 관련된 수입, 수출업 및 동 대행업

추가

40. 위 각 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추가

부수되는 사업 일체

제20조[소집시기]

제20조[소집시기]

‘자본시장법’ 제159조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제1항에 의거
한다.

한다.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 기한 준수에 따른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3조[소집지]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제23조[소집지]

주총집중일 개최 시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주주총회는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대관 어려움 등에 따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 19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2020 년 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수한도
제19기 보수한도 승인액

제19기 집행 금액

제20기 한도승인 요청액

1,000백만원

349백만원

1,000백만원

이사의 수
제19기

제20기

6 명

4 명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수한도
제19기 보수한도 승인액

제19기 집행 금액

제20기 한도승인 요청액

50백만원

없음

50백만원

감사의 수
제19기

제20기

1 명

1 명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회사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채용 임원에게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
하고자 함.

⑵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
부여 대상자

직위

직책

주식의 종류

이병준

상무

WLM 사업부 총괄

기명식 보통주

부여 주식의 수
20,000

총 (1) 명

총 ( 20,000 ) 주

⑶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분

내용

부여방법

비고

신주발행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 20,000주
1. 행사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
2.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함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 과거1개월,
과거1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한 평균값을 산술평
균하여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
할,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액면분할 등을 하는 경우의 행
사가액 및 부여수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기타 조건의 개요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⑷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부여가능

부여가능

부여가능

잔여

주식수

주식의 범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주식수

발행주식 총수의

기명식 보통주식

1,488,111

1,241,111

100분의 20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

7,440,555

주1) 상기 최근일은 제19기 결산일인 2019.12.31기준이며, 결산 이후 2020.02.10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
사로 기명식 보통주 15,000주가 신주 발행되었습니다.
총발행

부여가능

부여가능

부여가능

잔여

주식수

주식의 범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주식수

발행주식 총수의

기명식 보통주식

1,491,111

1,259,111

100분의 20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

7,455,555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구분

부여일

부여

주식의

부여

행사

실효

잔여

2019년
2018년
2017년
계

인원

종류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

-

-

-

-

-

-

2018.10.12

20명

기명식 보통주

140,000

-

8,000

132,000

2018.03.30

2명

기명식 보통주

30,000

-

30,000

2017.03.30

4명

기명식 보통주

60,000

-

20,000

40,000

230,000

-

28,000

202,000

2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