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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1년 12월 10일

감사의견

 

우리는 (주)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의 재

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9월 30일과 3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1년 9월 30일과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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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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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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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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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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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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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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3

   서     우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이  용  찬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21년 12월 1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

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

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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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주)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 3 기

2021년 04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제 2 기

2020년 10월 01일 부터

2021년 03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법인이사 (주)에이아이엠투자운용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서소문동, 태평로빌딩) 17층

(전   화) 02-208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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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3 기 2021년 09월 30일 현재

제 2 기 2021년 03월 31일 현재

(주)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자산

Ⅰ. 유동자산 2,009,027,147 1,819,956,609

   현금및현금성자산 4, 18 1,937,105,172 1,794,627,535

   기타금융자산 5, 18 18,334 40,864

   당기법인세자산 71,903,641 25,288,210

Ⅱ. 비유동자산 31,967,245,457 31,967,245,457

   종속기업투자 6 31,967,245,457 31,967,245,457

자 산 총 계 33,976,272,604 33,787,202,066

부채

Ⅰ. 유동부채 141,956,849 133,830,136

   기타지급채무 7, 18 141,956,849 133,830,136

Ⅱ.  비유동부채 7,500,000,000 7,500,000,000

   장기차입금 8, 18 7,500,000,000 7,500,000,000

부 채 총 계 7,641,956,849 7,633,830,136

자본

Ⅰ. 자본금 9 8,100,000,000 8,100,000,000

   보통주자본금 750,000,000 750,000,000

   종류주자본금 7,350,000,000 7,350,000,000

Ⅱ. 자본잉여금 9 17,093,035,096 17,093,035,096

   주식발행초과금 17,093,035,096 17,093,035,096

Ⅲ. 이익잉여금 10 1,141,280,659 960,336,834

   미처분이익잉여금 1,141,280,659 960,336,834

자 본 총 계 26,334,315,755 26,153,371,93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3,976,272,604 33,787,202,06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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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제3기 2021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제2기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주)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Ⅰ. 영업수익 11 1,483,552,982 558,810,282

Ⅱ. 영업비용 12 62,092,520 80,192,355

Ⅲ. 영업이익 1,421,460,462 478,617,927

Ⅳ. 기타수익 13 110 -

Ⅴ. 기타비용 13 25,189,960 -

Ⅵ. 금융수익 14, 18 11,935,785 905,415

Ⅶ. 금융비용 14, 18 266,925,738 649,186,508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1,141,280,659 (169,663,166)

Ⅸ. 법인세비용 15 - -

Ⅹ. 당기순이익(손실) 1,141,280,659 (169,663,166)

 XI. 기본주당순이익(손실) 16 648 (7,48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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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3기 2021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제2기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합계

2020년 10월 01일 (전기초) 3,150,000,000 7,331,565,465 (416,636,409) 10,064,929,056

   종류주증자 4,950,000,000 11,308,106,040 - 16,258,106,040

   자본잉여금감액 - (1,546,636,409) 1,546,636,409 -

   당기순손실 - - (169,663,166) (169,663,166)

2021년 03월 31일 (전기말) 8,100,000,000 17,093,035,096 960,336,834 26,153,371,930

2021년 04월 01일 (당기초) 8,100,000,000 17,093,035,096 960,336,834 26,153,371,930

   현금배당 - - (960,336,834) (960,336,834)

   당기순이익 - - 1,141,280,659 1,141,280,659

2021년 09월 30일 (당기말) 8,100,000,000 17,093,035,096 1,141,280,659 26,334,315,75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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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3기 2021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제2기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주)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91,283,403 320,858,582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351,198,620 452,230,879

      당기순이익(손실) 1,141,280,659 (169,663,166)

      수익ㆍ비용의 조정 251,283,392 648,507,499

         이자비용 263,219,177 245,640,578

         외화환산손실 - 403,545,930

         외화환산이익 (11,531,068) -

         이자수익 (404,717) (679,009)

      자산ㆍ부채의 변동 (41,365,431) (26,613,454)

         당기법인세자산의 증가 (46,615,431) (25,288,210)

         미지급금의 증가 5,250,000 (1,325,244)

   이자의 지급 (260,342,464) (132,010,442)

   이자의 수취 427,247 638,145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967,245,45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1,967,245,457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31,967,245,457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60,336,834) 23,758,106,04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3,758,106,040

      보통주자본의 증가 -

      종류주자본의 증가 - 16,258,106,040

      장기차입금의 차입 - 7,5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60,336,834) -

      현금배당의 지급 (960,336,834)

Ⅳ. 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20 130,946,569 (7,888,280,835)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1,531,068 (403,545,930)

Ⅵ. 기초의 현금 1,794,627,535 10,086,454,300

Ⅶ. 기말의 현금 1,937,105,172 1,794,627,53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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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3 기 2021년 09월 30일 현재

제 2 기 2021년 03월 31일 현재

(주)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는 부

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20년 2월 21일에 설립되었

으며, 2020년 9월 3일자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등록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 부동산 개발사업 및 부동산관련 수익권,증권등에 투

자하여 얻은 수익을 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이며, 사업연도는 매 6개월 단위(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개시) 입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내역 및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통주 1종종류주식 2종종류주식 합계 지분율

(주)에이아이엠투자운용 149,990 - - 149,990 9.26%

홍진데이타서비스(주) - 630,000 - 630,000 38.89%

신한캐피탈(주) - 180,000 - 180,000 11.11%

김○환 1 - 180,000 180,001 11.11%

(주)코리아인스트루먼트 - - 60,000 60,000 3.70%

기타 9 180,000 240,000 420,009 25.93%

계 150,000 990,000 480,000 1,62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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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

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2.(4)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

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1년 4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동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고, 기준서 

제1008호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기준서에 따르면, '중요성'의 정

의가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

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로 개정되

어 정보와 이용자 및 해당 정보의 영향의 범위가 보다 명확화 되었습니다. 회사는 상

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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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동 기준서는 사업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 '산출물'의 정의를 '투입물과 그 투입물에 적

용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투자수익을 창출하거나

통상적인 활동에서 기타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취득한 대상

의 사업여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신설하여 취득한 총자산 공

정가치의 대부분이 식별 가능한 단일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

우에는 사업결합이 아닌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집중테스트

의 적용여부는 선택사항이며 거래별로 적용 가능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

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개정 기준서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

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 미래 전망 분석 시 예외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에서는 기존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

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

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

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

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

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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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

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

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

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

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

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

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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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

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

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

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

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을 대

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

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

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

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

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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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

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4)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

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

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

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

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COVID-19 영향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수익

의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 14 -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

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

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18 참조).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

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주석 2에서 설명한 기준서나 해

석서의 도입과 관련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지분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으로부터 수

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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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

화(KR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

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

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

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

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

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회사는 금융자산을 최

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

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

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

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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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

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회사

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회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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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

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

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

니다.

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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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

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

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

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

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

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

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

의 순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

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

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

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

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

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19 -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

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 

   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이 경우에 회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

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회사

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

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권리

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

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

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

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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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

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

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회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

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

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회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

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회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회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

을 재평가합니다.

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회사의 정책

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

거하여 산출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

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2) 금융부채

최초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차입금,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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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회사의 금융부채는 기타지급채무 등을 포함합니다.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

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

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

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

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

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

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

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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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

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

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

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

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

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

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5~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

다.

(6)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

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

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

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

니다. 

회사는 회수가능액을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

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

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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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회사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그 감소액을 즉시 당기손익으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

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

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

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

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

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

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

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

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

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

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

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

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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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

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

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

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

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

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

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

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

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

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

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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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

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

우에 상계됩니다.

한편, 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근거

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동 금액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당기의 소득금액 계산시 배당소득공제

를 반영하여 법인세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9) 이익잉여금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익처분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

립을 규정한 상법 제458조가 적용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또

한,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가 적용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이 가능합니다.

(10) 리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

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

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

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

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

식됩니다.

(1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투자부

동산의 운용리스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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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

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주당손익

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

다. 한편, 희석주당손익은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

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및 가중평균 유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4)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09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1년 12월 24

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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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 및 현금성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예금의종류 금융기관명 당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우리은행 513,859 1,203,218

보통예금 외화계좌 우리은행 1,423,246 591,409

계 　 　 1,937,105 1,794,628

(2)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없습니다.

5. 기타금융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항목

 미수수익 18 41

계 18 41

(2) 기타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은 모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당

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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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속기업 투자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투자의 현황과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국가 주요영업활동 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AIM US Real Estate Corporation 미국 부동산업 100% 31,967,245 31,967,245

상기 종속기업투자주식은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질권자 신한캐피탈)

7. 기타지급채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항목 　 　

 미지급금 25,450 20,200

 미지급비용 116,507 113,630

계 141,957 133,830

8. 차입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차입처 만기일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장기차입금 신한캐피탈 2023년 10월 7.0 7,500,000 7,500,000

합계 7,500,000 7,500,000

(2) 회사는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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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습니다.

9.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1) 자본금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16,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0원

발행한 주식의 수:

  보통주식

  제2종 종류주식

  제1종 종류주식

150,000주

480,000주

990,000주

자본금:

  보통주식

  제2종 종류주식

  제1종 종류주식

750,000,000원

2,400,000,000원

4,950,000,000원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이익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하는 의결권 있

는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은 제1종 종류주식(누

적적,비참가적)과 제2종종류주식(누적적, 참가적)으로 구분하여 발행합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유통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분
보통주 2종종류주식 1종종류주식

발행주식수 자본금 발행주식수 자본금 발행주식수 자본금

전기초 150,000 750,000 480,000 2,400,000 - -

유상증자 - - - - 990,000 4,950,000

전기말 150,000 750,000 480,000 2,400,000 990,000 4,950,000

당기초 150,000 750,000 480,000 2,400,000 990,000 4,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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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통주 2종종류주식 1종종류주식

발행주식수 자본금 발행주식수 자본금 발행주식수 자본금

당기말 150,000 750,000 480,000 2,400,000 990,000 4,950,000

(3) 자본잉여금

당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신주발행 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

행한 금액입니다. 한편,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적립된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잉여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17,093,035 7,331,565

유상증자 - 11,308,106

감액배당(이익잉여금전입) - (1,546,636)

기말 17,093,035 17,093,035

10. 이익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1,141,281 9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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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 원)

구분
당기

(처분예정일 : 2021년 12월 24일)

전기

(처분확정일 : 2021년 06월 25일) 

미처분이익잉여금 1,141,280,659 (586,299,575)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416,636,409)

  당기순이익(손실) 1,141,280,659 (169,663,166)

이익잉여금이입액 - 1,546,636,409

이익잉여금처분액 (1,141,280,659) (960,336,834)

 배당금 1,141,280,659 960,336,83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기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

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익처분 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법 제458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3) 배당금

① 당기

(단위: 주, 원)

구분 보통주 제2종종류주식 제1종종류주식 합계

배당받을 주식수 150,000 480,000 990,000 1,620,000

주당액면금액 5,000 5,000 5,000 15,000

액면배당률 12.96% 14.21% 14.21%

주당배당금액 648 710 710

배당금 97,177,919 340,931,507 703,171,233 1,141,2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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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

(단위: 주, 원)

구분 보통주 제2종종류주식 제1종종류주식 합계

배당받을 주식수 150,000 480,000 990,000 1,620,000

주당액면금액 5,000 5,000 5,000 15,000

액면배당률 1.00% 12.96% 12.96%

주당배당금액 50 648 648

배당금 7,521,766 311,123,288 641,691,781 960,336,834

11. 영업수익

당기와 전기의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배당금 수익 1,483,553 558,810

계 1,483,553 558,810

12. 영업비용

당기와 전기의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임원보수 6,000 5,548

자산보관수수료 5,250 4,315

일반사무수탁수수료 15,950 15,950

지급수수료 34,893 54,379

합계 62,093 8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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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의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타수익

  잡이익 - -

소계 - -

기타비용

  잡손실 25,190 -

소계 25,190 -

14.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와 전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금융수익

  외환차익 - 226

  이자수익 405 679

  외화환산이익 11,531 -

소계 11,936 905

금융비용

  이자비용 263,219 245,641

  외환차손 3,707 -

  외화환산손실 - 403,546

소계 266,926 64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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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

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항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바, 실질적으

로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 등은 없으므로 당기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과세소득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래에 차감

하거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

다.

16.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기와 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당기 전기

보통주당기순이익 1,141,280,659 (169,663,166)

차감: 우선주배당금 (1,044,102,740) (952,815,068)

차감후 보통주당기순이익 97,177,919 (1,122,478,23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50,000                        150,000 

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 648 (7,483)

(2) 희석주당이익

회사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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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

(1) 자산관리계약

회사는 ㈜에이아이엠투자운용과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임대차, 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에 의한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일반사무관리계약

회사는 신한아이타스(주)와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주식발행에 관한 사무

및 당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의 업무에 대한 일반사무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연

간 29,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자산보관계약

회사는 (주)우리은행과 부동산, 유가증권 및 현금 등의 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9,5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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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범주 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937,105 1,937,105

기타금융자산 18 18

합계 1,937,124 1,937,124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부채

기타지급채무 141,957 141,957

장기차입금 7,500,000 7,500,000

합계 7,641,957 7,641,957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범주 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794,628 1,794,628

기타금융자산 41 41

합계 1,794,668 1,794,668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부채

기타지급채무 133,830 133,830

장기차입금 7,500,000 7,500,000

합계 7,633,830 7,633,830

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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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당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당기 전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자수익 405 679

외환차익 - 226

외화환산이익 11,531 -

외환차손 (3,707) -

외화환산손실 - (403,546)

소계 8,229 (402,64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이자비용 (263,219) 245,641

(3) 공정가치 서열체계

1) 회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

습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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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무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

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

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회사는 배당을 조정하거나, 주

주에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회사의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총부채(A) 7,641,957 7,633,830

총자본(B) 26,334,316 26,153,372

부채비율(A/B) 29.02% 29.19%

(2) 금융위험관리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이자율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

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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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율위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변동이자율 조건의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변동이자율 조건의 부채는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1,937,105 1,794,628

당기말 현재 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1% 상승시 1% 하락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 19,371 (19,371)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

용위험 뿐 아니라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신

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

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

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당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노출금액은 장부금액과 

같으며, 그 내역은 금융자산 범주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1,937백만 원(전기: 1,795백만 원)입니다.

3) 유동성위험

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

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

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

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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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재 비파생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1년이내 1년 ~ 5년 5년초과 합계

기타지급채무 141,957 - - 141,957

장기차입금 - 7,500,000 - 7,500,000

합계 141,957 7,500,000 - 7,641,957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1년이내 1년 ~ 5년 5년초과 합계

기타지급채무 133,830 - - 133,830

장기차입금 - 7,500,000 - 7,500,000

합계 133,830 7,500,000 - 7,633,830

상기 만기분석은 할인하지 않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기초로 회사가 지

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 외환위험

회사는 해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USD 지출액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고 회사의 발생가능성이 매

우 높은 예상 금융자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관리됩니다. 보고기간말 현

재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금융자산의 원화환산 금액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USD 원화환산액 USD 원화환산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01,153 1,423,246 521,755 591,409

회사의 주요 환위험은 USD환율에 기인하므로 손익의 변동성은 주로 해당통화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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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합니다. 2021년 9월 30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

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142,325 (142,325)

20.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 

(1)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특수관계자명

최대주주 홍진데이타서비스(주)

기타주주
(주)에이아이엠투자운용, 김○환, 

신한캐피탈(주), (주)코리아인스트루먼트

종속기업 AIM US Real Estate Corporation, Callenger AIM C1, LLC(*)

(*) AIM US Real Estate Corporation의 종속기업입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관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기 전기

종속기업 AIM US Real Estate Corp. 배당금수익 1,483,553 558,810

수익 합계 1,483,553 558,810

기타주주 신한캐피탈(주) 이자비용 263,219 245,641

비용 합계 263,219 24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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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관계 특수관계자명 채권ㆍ채무 당기말 전기말

기타주주 신한캐피탈(주)
미지급비용 116,507 113,630

장기차입금 7,500,000 7,500,000

채무 합계 7,616,507 7,613,630

21. 현금흐름 정보

(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1,937,105 1,794,628

(2)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차입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7,500,000 -

차입 - 7,500,000

기말 7,500,000 7,500,000

(3)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1,54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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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주)에이아이엠해외가치투자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1년 04월 01일 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ㆍ

세무ㆍ가치평가

 등 전문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합계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1 - 1 - 3 - - - - - - - 5 -

투입

시간

분ㆍ반기검토 - - - - - - - - - - - - - -

감사 4 - 37 - 144 - - - - - - - 185 -

합계 4 - 37 - 144 - - - - - - - 185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2021년 11월 11일 1 일

주요내용
감사경험,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절차

의 범위와 시기 등을 결정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2021년 11월 11일 ~

2021년 11월 12일
2 일 3 명 1 명

중요 계정잔액 및 재무제표 

검증

2021년 12월 2일 1 일 3 명 1 명
공시내용에 대해 질문, 분석

적절차, 표본점검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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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입회)대상 -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O 채권채무조회 - 변호사조회 -

기타조회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2 회

수행시기 2021년 7월 20일, 2021년 11월 29일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

수행시기 - - 일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1년 07월 20일

감사 1인, 업무수

행이사 등 회계

사 3인

서면회의
 계획된 감사범위의 시기와 

개요 등

2 2021년 11월 29일

감사 1인, 업무수

행이사 등 회계

사 3인

서면회의 회계감사 진행 및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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