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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

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의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

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

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

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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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

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

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

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ㆍ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

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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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제 2(당)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1(전) 기

2017년 01월 09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인홍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여의도동)

(전   화) 02-3780-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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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2(당)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1(전)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당) 기말 제 1(전) 기말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4,6,7 372,286,258 207,352,585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5,6,8 1,662,602,500 1,195,555,000 

III. 매도가능금융자산 4,5,6,9                       - 1,020,486,250 

IV. 유형자산 10 87,987,555 116,142,901 

V. 무형자산 11 10,000,000 10,000,000 

VI. 기타금융자산 4,6,12 249,776,667 142,599,447 

VII. 기타자산 13 18,777,776 29,833,235 

VIII. 미수법인세자산 　             247,640 2,341,110 

IX. 이연법인세자산 16 260,251,235 182,546,135 

자     산     총     계 　 2,661,929,631 2,906,856,663 

부                     채 　 　 　 

I. 기타금융부채 4,6,14 47,927,720 7,376,904 

II. 기타부채 15 2,841,100 3,031,230 

부     채     총     계 　 50,768,820 10,408,134 

자                     본 　 　 　 

I. 자본금 17 3,600,000,000 3,600,000,000 

II. 자본조정 18 (47,783,480) (47,783,480)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                       - 14,764,529 

IV. 결손금 20 (941,055,709) (670,532,520)

자     본     총     계 　 2,611,160,811 2,896,448,52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661,929,631 2,906,856,663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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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당)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전)기 2017년 01월 0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2(당) 기 제 1(전) 기

I. 영업수익 　 1,304,981,967 315,962,731 

  1.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6,21 113,122,866 209,329,749 

  2.수수료수익 　 1,182,502,819 90,264,667 

  3.이자수익 6 2,081,282 16,368,315 

  4.배당금수익 　 7,275,000 - 

II. 영업비용 　 1,667,980,407 1,173,214,698 

  1.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 6,21 392,174,676 326,623,042 

  2.인건비 22 672,795,189 500,622,703 

  3.기타판매관리비 23 603,010,542 345,968,953 

III. 영업손실 　 (362,998,440) (857,251,967)

IV. 영업외수익 　 5,652 9,088 

  1.잡이익 　 5,652 9,088 

V. 영업외비용 　 30 130 

  1.잡손실 　 30 130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362,992,818) (857,243,009)

VII.법인세수익 16 (77,705,100) (186,710,489)

VIII. 당기순손실 　 (285,287,718) (670,532,520)

IX. 기타포괄손익 　 - 14,764,52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 14,764,529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6,9 - 18,928,88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4,164,354)

X. 당기총포괄이익 　 (285,287,718) (655,767,991)

XI.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24 (396) (93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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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2(당)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전)기 2017년 01월 0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결 손 금 총   계

2017.01.09(전기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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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손실 - - - (670,532,520) (670,532,520)

기타포괄손익 - - 14,764,529 - 14,764,529 

2017.12.31(전기말) 3,600,000,000 (47,783,480) 14,764,529 (670,532,520) 2,896,448,529 

2018.01.01(당기초) 3,600,000,000 (47,783,480) 14,764,529 (670,532,520) 2,896,448,529 

회계변경누적효과

(주25)
- - (14,764,529) 14,764,529 - 

당기순손실 - - - (285,287,718) (285,287,718)

2018.12.31(당기말) 3,600,000,000 (47,783,480) - (941,055,709) 2,611,160,81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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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2(당)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전)기 2017년 01월 0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당) 기 제 1(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4,933,673 (3,097,687,205)

  1. 당기순손실 　 (285,287,718) (670,532,520)

  2. 조정내역 　 220,145,774 (61,151,682)

    이자수익 6 (2,081,282) (16,368,315)

    배당금수익 6 (7,275,000)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 6,21 (113,122,866) (209,329,749)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 6,21 392,174,676 326,623,042 

    감가상각비 10 28,155,346 24,633,829 

    법인세수익 16 (77,705,100) (186,710,489)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218,625,865 (2,380,030,20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증가) 　 274,386,940 (1,313,001,729)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 (1,001,403,931)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107,177,220) (46,199,447)

    기타자산의 감소 　 11,055,459 (29,833,235)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40,550,816 7,376,904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190,130) 3,031,230 

  4. 이자의 수취 　 2,081,282 16,368,315 

  5. 배당금의 수취 　 7,275,000 - 

  6. 법인세의 납부(환급) 　 2,093,470 (2,341,11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7,176,73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47,176,730)

    유형자산의 취득 10 - (140,776,730)

    무형자산의 취득 11 - (1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96,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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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600,000,000 

    유상증자 　 3,6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7,783,480)

    주식발행비 　 (47,783,48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64,933,673 207,352,585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07,352,585 -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72,286,258 207,352,58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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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2(당)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1(전)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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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3,600백만원이며, 주요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시몬느      400,000 55.56%

박  인  홍        60,000 8.33%

김  기  영        40,000 5.56%

기       타      220,000 30.55%

합       계      720,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회계기준의 적용

회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

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9 -



(2) 측정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

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작성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

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

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16: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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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적인 회계정책

(1) 회계정책의 변경

회사는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

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

기에 신규로 적용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

니다. 회사는 2018년 1월 1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1109호를 적용하였으며, 동

기준서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표시 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회계변경

의 누적효과는 당기의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습니다. 

2)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기준서 제1018호 '수익'과 제1

011호 '건설계약'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합니다. 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

일로 하여 기준서 1115호를 적용하였으며, 회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기준서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

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

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

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거되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할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와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

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기준서는 1) 투자부동산의 정의 충족여부가 달라지고 2) 증거로 뒷받침되는 용

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투자부동산

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회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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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 또는 선수취하는 경우, 관련 자산과 비용 또는 수

익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할 목적의 거래일은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회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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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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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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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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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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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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직급여

회사는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

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기여금이 납부된 이후에 회사는 더 이상의 미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

여금은 납부의무가 발생된 시점에 종업원급여로 인식됩니다. 

(5)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

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

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

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

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

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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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

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

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

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

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수익에,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

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 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

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

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

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

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기타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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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

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

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

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

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

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

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

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

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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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

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

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

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

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

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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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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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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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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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8)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성자산의 경우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금융자산으로

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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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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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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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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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위험관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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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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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 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말 제1(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72,286 207,3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662,603 1,195,555 

매도가능금융자산 - 1,020,486 

기타금융자산 249,777 142,599 

합           계 2,284,665 2,565,993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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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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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2(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 

3개월 이내

3개월~ 

6개월 이내

6개월~ 

1년 이내

1년~

5년 이내 

기타금융부채 47,928 - - - - 

나. 제1(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 

3개월 이내

3개월~ 

6개월 이내

6개월~ 

1년 이내

1년~

5년 이내 

기타금융부채 7,377 - - -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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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말 제1(전)기말

부      채              50,769 10,408 

자      본         2,611,161 2,896,449 

부채비율 1.9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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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가치

당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

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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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2(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662,603 - - 1,6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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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95,555 - - 1,195,555 

매도가능금융자산 1,020,486 - - 1,020,486 

합        계 2,216,041 - - 2,216,041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2(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상각후

원가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예치금 372,286 - - 372,286 

지분증권 - 1,662,603 - 1,662,603 

기타금융자산 249,777 - - 249,777 

합           계 622,063 1,662,603 - 2,284,665 

나. 제1(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합계

현금및예치금 207,353 - - 207,35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195,555 - 1,195,555 

매도가능금융자산 - - 1,020,486 1,020,486 

기타금융자산 142,599 - - 142,599 

합           계 349,952 1,195,555 1,020,486 2,56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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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제2(당)기말 제1(전)기말

기타금융부채 47,928  7,377 

(3)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 제1(전)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88,233   169,71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24,890     39,460 

이자수익              -       9,03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실       8,125       6,02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384,050   320,595 

배당금수익       7,275             -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자수익       2,081       6,98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세전)              -     18,929 

이자수익              -         354 

7. 현금및예치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말 제1(전)기말

현         금              103 179 

보 통 예 금        309,770 946 

기타제예금          62,413 206,228 

합          계        372,286 20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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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 제1(전)기

기초금액 1,195,555 - 

취      득 1,354,911 4,186,163 

처      분 (528,750) (2,709,473)

평      가 (359,114) (281,135)

기말금액 1,662,603 1,195,555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천원)

종     류
제2(당)기말 제1(전)기말

취득금액 장부금액 취득금액 장부금액

지분증권 2,021,716 1,662,603 1,476,690 1,195,555 

9.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 제1(전)기

기초금액 1,020,486 - 

취      득 - 1,044,680 

상      각 - 90 

처      분 (1,020,486) (43,213)

평      가 - 18,929 

기말금액 - 1,02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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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종      류 제2(당)기말 제1(전)기말

수익증권 사모투자펀드 외 - 1,020,486 

10. 유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2(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비      품 69,277 (25,381) 43,896 

시설장치 71,500 (27,408) 44,092 

합      계 140,777 (52,789) 87,988 

나. 제1(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비      품 69,276 (11,525) 57,751 

시설장치 71,500 (13,108) 58,392 

합      계 140,776 (24,633) 11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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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2(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감가상각비 기말금액

비      품 57,751               - (13,855) 43,896 

시설장치 58,392               - (14,300) 44,092 

합      계 116,143               - (28,155) 87,988 

나. 제1(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감가상각비 기말금액

비      품 - 69,276 (11,525) 57,751 

시설장치 - 71,500 (13,108) 58,392 

합      계 - 140,776 (24,633) 116,143 

11.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2(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협 회 비 10,000 - 10,000 

나. 제1(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협 회 비 10,0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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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2(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감가상각비 기말금액

협 회 비 10,000 - - 10,000 

나. 제1(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감가상각비 기말금액

협 회 비 - 10,000 - 10,000 

12. 기타금융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말 제1(전)기말

미 수 금      153,377 46,199 

보 증 금        96,400 96,400 

합      계      249,777 142,599 

13. 기타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말 제1(전)기말

선급비용 950 - 

장기선급비용 17,828 29,833 

합      계 18,778 2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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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금융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말 제1(전)기말

미지급금        14,450         7,377 

미지급비용        33,477               - 

합      계            47,928             7,377 

15. 기타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말 제1(전)기말

예수금            2,841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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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세 비용 및 이연법인세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 제1(전)기

 당기법인세                   - -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 -

 이연법인세 (77,705) (182,546)

 일시적차이의 증가 (77,705) (182,546)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4,164)

 법인세수익 (77,705) (186,710)

(2)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 제1(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362,993) (857,243)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79,858) (188,593)

 조정사항

 비공제비용 2,153 1,883 

 기타 - - 

 법인세수익 (77,705) (18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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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 제1(전)기

반영 전 법인세 효과 반영 후 반영 전 법인세 효과 반영 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18,929 (4,164) 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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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기 및 전기 중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

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2(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증감 기말금액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단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320,595 365,659 686,254 

단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39,460) 4,060 (35,400)

매도가능증권 (18,929) 18,929 - 

미지급비용 - 6,412 6,412 

이월결손금 567,549 (41,855) 525,694 

일시적차이 합계 829,755 353,205 1,182,960 

세율(*) 22% 22%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182,546 77,705 260,251 

나. 제1(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증감 기말금액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320,595 320,595 

당기손익인식증권평가이익 - (39,460) (39,460)

매도가능증권 - (18,929) (18,929)

이월결손금 - 567,549 567,549 

일시적차이 합계 - 829,755 829,755 

세율(*) - 22%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 182,546 1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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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하여 관련 일시적차이 등이 소멸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적용될 예상 한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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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이연법인세자산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152,386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115,653 

소계 268,039 

이연법인세부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7,788)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260,251 

17. 자본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2(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수권주식수(주) 발행주식수(주) 액면가액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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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1(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수권주식수(주) 발행주식수(주) 액면가액 자본금

보통주 5,000,000 720,000 5,000원 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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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본조정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조정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말 제1(전)기말

주식할인발행차금 (47,783) (47,783)

1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 제1(전)기

기      초 14,765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순평가이익 (18,929) 18,929 

법인세효과 4,164 (4,164)

당 기 말 - 14,765 

20. 결손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말 제1(전)기말

미처리 결손금 (941,056) (6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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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익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 제1(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24,890              39,46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88,233            169,716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153 

소      계            113,123            209,32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384,050) (320,59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실 (8,125) (6,028)

소      계 (392,175) (326,623)

합      계 (279,052) (117,294)

22. 인건비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인건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 제1(전)기

단기종업원급여 574,538 487,423 

퇴직급여 83,775 - 

복리후생비 14,482 13,200 

합      계 672,795 5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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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판매관리비

당기 중 발생한 기타판매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당)기 제1(전)기

여비교통비            12,549             9,345 

접   대   비            38,580            33,191 

통   신   비             7,541             5,907 

세금과공과금            30,939            22,305 

감가상각비            28,155            24,634 

지급임차료          128,915          105,603 

보   험   료            25,238            22,757 

차량유지비            13,584                    - 

운   반   비                671                256 

교육훈련비                765             3,347 

도서인쇄비                  10                164 

회   의   비             1,435             1,942 

소 모 품 비             2,918             6,638 

지급수수료          247,845            54,266 

건물관리비            63,866            55,616 

합        계          603,011          345,969 

24. 주당이익

(1) 당기 및 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제2(당)기 제1(전)기

기본주당이익           (396)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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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당기순이익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제2(당)기 제1(전)기

당기순이익(손실) (285,287,718) (670,53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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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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회사는 2018년 1월 1일(당기초)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개정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

품' 및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으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이

익잉여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변경으로 당기초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4,7

65천원 감소하였고, 이익잉여금이 14,76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1)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1) 당기초(최초적용일)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전기말

(제1039호 적용)

당기초(제1109호 적용)

차     이상각후원가측

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합    계

대여금및수취채권 349,952 349,952 - - 349,952 - 

    현금및현금성자산 207,353 207,353 - - 207,353 - 

    기타금융자산 142,599 142,599 - - 142,599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195,555 - 1,195,555 - 1,195,555 - 

    지분상품 1,195,555  - 1,195,555  - 1,195,555 - 

매도가능금융자산 1,020,486 - 1,020,486 - 1,020,486 - 

    채무상품(*1) 1,020,486  - 1,020,486  - 1,020,486 - 

합     계 2,565,994 349,952 2,216,041 - 2,565,994 -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수익증권)을 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최초적용일에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

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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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기초(최초적용일)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전기말

(제1039호 적용

당기초(제1109호 적용)

차     이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합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7,377 7,377 - 7,377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합     계 7,377 7,377 - 7,377 - 

3) 당기초(최초적용일) 현재 기준서 1109호의 적용으로 인한 자본의 변동내역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조정내역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변동 합계

분류 및 측정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의 재분류

(14,765) 14,765 - 

(2)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신규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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