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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기 재 무 상 태 표

제 1(당) 3분기말 2017년 09월 30일 현재

회사명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1(당) 3분기말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3,5,6 83,142,440 

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4,5,7 1,409,588,360 

III. 매도가능금융자산 3,4,5,8 1,006,596,250 

IV. 유형자산 9 123,181,738 

V. 무형자산 10 10,000,000 

VI. 기타금융자산 3,5,11 129,024,870 

VII. 기타자산 12 37,381,317 

VIII. 미수법인세자산 　 2,278,160 

IX. 이연법인세자산 15 169,906,196 

자     산     총     계 　 2,971,099,331 

부                     채 　 　 

I. 기타금융부채 3,5,13 8,168,512 

II. 기타부채 14 3,031,230 

부     채     총     계 　 11,199,742 

자                     본 　 　 

I. 자본금 16 3,600,000,000 

II. 자본조정 17 (47,783,480)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3,930,329 

IV. 결손금 　 (596,247,260)

자     본     총     계 　 2,959,899,58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971,099,331 

 첨부된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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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1(당) 3분기 2017년 01월 09일부터 2017년 09월 30일까지

회사명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1(당) 3분기

직전3개월 누적

I. 영업수익 　 883,100 147,191,437 

 1. 수수료수익 32,624,870 32,624,870 

 2.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5,19 (32,078,761) 98,739,539 

 3. 이자수익 5 336,991 15,827,028 

II. 영업비용 　 524,340,194 914,460,928 

 1.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 5,19 267,397,642 319,562,642 

 2. 인건비 20 155,657,400 352,446,803 

 3. 기타판매관리비 21 101,285,152 242,451,483 

III. 영업손실 　 (523,457,094) (767,269,491)

IV. 영업외수익 　 1,531 7,551 

 1. 잡이익 　 1,531 7,551 

V. 영업외비용 　 20 70 

 1. 잡손실 　 20 70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523,455,583) (767,262,010)

VII. 법인세수익 15 (117,517,302) (171,014,750)

VIII. 당기순손실 　 (405,938,281) (596,247,260)

IX. 기타포괄손익 　 (4,423,408) 3,930,32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4,423,408) 3,930,329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5,8 (5,671,036) 5,038,88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1,247,628 (1,108,554)

X. 당기총포괄이익 　 (410,361,689) (592,316,931)

XI.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2 (564) (828)

  첨부된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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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자 본 변 동 표

제1(당) 3분기 2017년 01월 09일부터 2017년 09월 30일까지

회사명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결 손 금 총   계

2017.01.09(당기초) - - - - - 

유상증자 3,600,000,000 (47,783,480) - - 3,552,216,520 

분기순손실 - - (596,247,260) (596,247,260)

기타포괄손익 - - 3,930,329 - 3,930,329 

2017.09.30(당분기말) 3,600,000,000 (47,783,480) 3,930,329 (596,247,260) 2,959,899,589 

  첨부된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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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현 금 흐 름 표

제1(당) 분기 2017년 01월 09일부터 2017년 09월 30일까지

회사명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1(당) 3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21,897,350)

 1. 당기순손실 　 (596,247,260) 　

 2. 조정내역 　 51,576,317 　

   이자수익 5 (15,827,028)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5,19 (98,739,539)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 5,19 319,562,642 　

   감가상각비 9 17,594,992 　

   법인세수익 15 (171,014,750)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2,690,775,27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증가 　 (1,630,564,899)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1,001,403,931)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32,624,870) 　

   기타자산의 증가 　 (37,381,317)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8,168,512 　

   기타부채의 증가 　 3,031,230 　

 4. 이자의 수취 　 15,827,028 　

 5. 법인세의 납부 　 (2,278,16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7,176,73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47,176,730) 　

   유형자산의 취득 9 140,776,730 　

   무형자산의 취득 10 1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96,4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52,216,52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552,216,520 　

   유상증자 　 3,552,216,52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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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주석 제 1(당) 3분기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83,142,440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83,142,440 

첨부된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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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17년 09월 30일 현재

회사명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1.회사의 개요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17년 1월 9일 "씨드자산 주식회사"로 설

립되었으며, 2017년 6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상호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집합투자업 및 관련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3,600백만원이며, 주요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시몬느      400,000 55.56%

박인홍        60,000 8.33%

김기영        40,000 5.56%

기타      220,000 30.55%

합계      720,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9 -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

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

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

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

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

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

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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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

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

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

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

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

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

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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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

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

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

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

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

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1,007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

산 1,41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

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

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2017년 9월 30

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 1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1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

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

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

니다. 회사의 2017년 9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 997백

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

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

다. 회사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을 1,4

10백만원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은 없습니다

.

②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

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

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

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

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

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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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

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

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

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

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

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

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

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

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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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

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

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

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

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

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17년말

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재무

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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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인식

회사는 경제적효익의 유입이 확실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수익을 인

식하고 있습니다.

가. 수수료수익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재산 설정의뢰 및 지시를 하는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동 업무에 대하여 사전의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약정된 보수 금액 중 실현된 금액을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로 계상하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보수 인출일 미도래

분의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수수

료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투자일임수수료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이자수익

상각 후 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

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

는 이자율입니다.

(4) 법인세

가.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 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

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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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연법인세

회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 차

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

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

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

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

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

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

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자산과 당기 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 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

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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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급여

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고

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

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

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기여금이 납부된 이후에 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납부의무가 발생된 시점에 종업원급여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

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당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

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 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

채무는 매년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

급여채무의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부채의 지급시

점과 만기가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입액을 할인하여 산정하

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최초인식 및 측정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인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적절하게 분류하

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해당 금융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약정

한 거래일자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란 관련 시장규정이나 관

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

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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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

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

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이나 금융

보증계약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은 후속 측정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관련 미실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

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분증권은 당기손

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

류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의 경우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보유할 의도가 있

고, 시장 상황 변동 및 유동성으로 인해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미실현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며 해당 자산이 제거되거나 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보유능력 및 단기간내 매각의도를 평가합니다. 시장의 

비활성화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경영진의 매각의도가 중요하게 변

경될 경우, 회사는 드문상황의 경우에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

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

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

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된 금융자산의 경우 기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을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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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으로 인식한다. 기대현금흐름과 새로운 상각후 원가의 차이 또한 당해 금융자산

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

각후원가를 측정한 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

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분인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

수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며,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

우에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 

   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 

   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

   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한 통  

   제권을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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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

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

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 손상되었다는 객

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가. 상각후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회사는 상각후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

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

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

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

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

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

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

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

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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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

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

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

손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

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

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금융원가를 차감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매도가능금융자산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

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

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

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손상인식 후 공정가치 증가금액

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손상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

로 하는 금융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손상으로 인식된 금

액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

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

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

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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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부채: 최초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범위에 해당되는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경우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

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

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

부채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한 효과적

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기매매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회사가 최초인식시 당기손

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최초인식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

되며 관련 평가손익은 해당 금융부채가 제거되는 시점 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

각절차를 통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인 지급되거나 수취된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상됩니다. 유

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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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

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

손익에 반영됩니다.

(1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공시되는 시장가격

입니다. 보유자산이나 발행할 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이고,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입

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

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

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

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

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그외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

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

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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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추정

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에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

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

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회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

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 항목으로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

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

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

적효익의 소비형태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

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

로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

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

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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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4) 현금및예치금

현금및예치금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성자산의 경우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현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금융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15) 충당부채

회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

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

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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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화환산

회사는 재무제표를 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으며, 기능통화 외의 통화

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

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재무위험관리

3.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외환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습니다.

3.1.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신용위험노출, 거래처의 신용등급 및 과거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신용 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현금및예치금                                              83,14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409,588 

매도가능금융자산                                         1,006,596 

기타금융자산                                            129,025 

합계                                            2,62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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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회사의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회사

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 

3개월 이내

3개월~ 

6개월 이내

6개월~ 

1년 이내

1년~

5년 이내 

기타금융부채 8,169 - - - - 

3.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

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

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

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부채 11,200 

자본 2,959,900 

부채비율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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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가치

당분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

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4.1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   

   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   

   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관측 가  

   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수준 3)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1,409,588 - - 1,409,588 

매도가능금융자산 1,006,596 - - 1,006,596 

합계 2,416,184 - - 2,416,184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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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합계

현금및예치금 83,142 - - 83,14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409,588 - 1,409,588 

매도가능금융자산 - - 1,006,596 1,006,596 

기타금융자산 129,025 - - 129,025 

합계 212,167 1,409,588 1,006,596 2,628,351 

(2) 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분기말

기타금융부채  8,169 

(3) 당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81,21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17,371 

이자수익             9,03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4,08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315,48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자수익             6,441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5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세전)             5,039 

이자수익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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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금및예치금

당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현금                189 

보통예금              9,783 

기타제예금             73,170 

합계           83,142 

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 당분기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기초금액                                          - 

취득 4,220,669 

처분 (2,512,969)

평가 (298,112)

당분기말 1,409,588 

(2) 당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당분기말

취득금액 장부금액

단기매매금융자산 지분증권         1,707,700         1,409,588 

한편, 당분기말 현재 손상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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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분기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기초금액                                          - 

취득    1,095,657 

상각 90 

처분 (94,189)

평가 5,039 

당분기말    1,006,596 

(2) 당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당분기말

채무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  9,976 

지분증권 주식및수익증권 996,620 

합계 1,006,596 

한편, 당분기말 현재 손상된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없습니다.

9. 유형자산

(1) 당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비품 69,277 (8,062) 61,215 

기계장치 71,500 (9,533) 61,967 

합계 140,777 (17,595) 12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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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초금액 취득 감가상각비 당분기말

비품 - 69,277 (8,062) 61,215 

기계장치 - 71,500 (9,533) 61,967 

합계 - 140,777 (17,595) 123,182 

10. 무형자산

(1) 당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협회비 10,000 - 10,000 

(2) 당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초금액 취득 감가상각비 당분기말

협회비 - 10,000 - 10,000 

11. 기타금융자산

당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미수금             32,625 

 보증금             96,400 

 합계          12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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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자산

당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선급금              4,522 

선급비용             32,859 

합계             37,381 

13. 기타금융부채

당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미지급금  8,169 

14. 기타부채

당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예수금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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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 비용 및 이연법인세

(1) 당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당기법인세 -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

일시적차이의 증가              169,906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1,109 

법인세수익              171,015 

(2) 당분기 중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67,262)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조정사항 　

비공제비용                   - 

기타  171,015 

법인세수익 171,015 

(3)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반영 전 법인세 효과 반영 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5,039 (1,109)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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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분기 중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초금액 증감 당분기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315,483 315,483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17,371) (17,371)

매도가능금융자산 - (5,039) (5,039)

이월결손금 - 469,150 479,228 

일시적차이 합계 - 762,223 772,301 

세율(*) 　 　 22%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 　 169,906 

(*) 이연법인세의 측정에 사용된 세율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

초하여 관련 일시적차이 등이 소멸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적용될 예상 한계세율

입니다.

(5)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회수 및 결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이연법인세자산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105,430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69,406 

소계 174,836 

이연법인세부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4,930)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16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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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본금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수권주식수(주) 발행주식수(주) 액면가액 자본금

보통주 5,000,000 720,000 5,000원 3,600,000 

17. 자본조정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조정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주식할인발행차금 (47,783)

1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기초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순평가이익   5,039 

법인세효과 (1,109)

당분기말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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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익

당분기 중 발생한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직전3개월 누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96,224) 17,37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63,992 81,215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53 153 

소계 (32,079) 98,739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263,318) (315,48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4,080) (4,080)

소계 (267,398) (319,563)

20. 인건비

당분기 중 발생한 인건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직전3개월 누적

단기종업원급여 151,510 342,913 

복리후생비 4,148 9,534 

합계 155,658 3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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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판매관리비

당분기 중 발생한 기타판매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직전3개월 누적

여비교통비 3,041 6,456 

접대비 11,526 23,269 

통신비 1,975 3,992 

세금과공과금 5,152 16,498 

감가상각비 7,039 17,595 

지급임차료 32,235 73,393 

보험료 6,793 15,964 

운반비 86 216 

교육훈련비 3,046 3,046 

도서인쇄비 - 70 

회의비 1,942 1,942 

소모품비 1,440 4,976 

지급수수료 11,169 35,259 

건물관리비 15,842 39,776 

합계 101,285 242,451 

22. 주당이익

(1) 당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직전3개월 누적

기본주당이익                (564)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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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분기순이익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직전3개월 누적

분기순이익 (405,938) (596,24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 720,000주 720,000주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가 발행한 잠재적 보통주식은 없는 바, 희석주당순이

익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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