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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2년 2월 22일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

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2년 1월 14일과 2021년 12

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

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2년 1월 14일과 2021년 12

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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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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회계기간 변경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기 중 정관 변경에 따

라 제12기 사업연도는 2022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2022년 1월 14일에 종료하며, 제

13기 사업연도는 2022년 1월 15일에 개시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하며, 이후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합니다. 

(2) 부동산 매각에 따른 해산예정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 및 주석9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21

년 11월 30일자로 보유 부동산 전체를 제이알종로피에프브이(주)에 매각하는 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 487억원)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회사는 2022년 1월 14일

에 매매대금 정산 및 소유권이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해산 등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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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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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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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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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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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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7

삼  화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석 완 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

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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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 12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01월 14일 까지

제 11 기

2021년 07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이대운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17층

(서소문동, 태평로빌딩)

(전   화) 02-208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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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12 기  2022년 01월 14일  현재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자               산

Ⅰ.유동자산 16,866,755,232 2,535,766,167

(1)당좌자산 16,866,755,232 2,535,766,167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16,856,860,929 2,348,525,768

미수금 9,684,500 178,817,701

미수수익 134,333 134,333

선급비용 - 8,212,895

당기법인세자산 75,470 75,470

Ⅱ.비유동자산 - 42,595,969,807

(1)유형자산(주석4,5,6,7,9,17) - 42,595,969,807

토지 - 35,591,256,923

건물 - 7,897,027,786

감가상각누계액 - (1,036,484,883)

기타의유형자산 - 950,925,397

감가상각누계액 - (800,090,426)

정부보조금 - (6,664,990)

자   산   총   계 16,866,755,232 45,131,735,974

부               채

Ⅰ.유동부채 2,063,188,473 32,722,508,848

미지급금 1,950,652,295 8,137,318

미지급비용 33,000 75,485,054

선수금(주석9) - 2,000,000,000

예수금 4,358,025 -

유동성장기차입금(주석5,6,7) - 30,600,000,000

부가세예수금 108,145,153 38,886,476

Ⅱ.비유동부채 - 1,500,000,000

임대보증금(주석6,9) - 1,500,000,000

부   채   총   계 2,063,188,473 34,222,508,848

자               본

Ⅰ.자본금(주석1,8) 12,500,000,000 12,500,000,000

보통주자본금 2,500,000,000 2,500,000,000

제1종종류주자본금 7,500,000,000 7,500,000,000

제2종종류주자본금 2,500,000,000 2,500,000,000

Ⅱ.이익잉여금(결손금)(주석8,13) 2,303,566,759 (1,590,772,874)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303,566,759 (1,590,772,874)

자   본   총   계 14,803,566,759 10,909,227,126

부채와자본총계 16,866,755,232 45,131,735,974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6 -



손 익 계 산 서

제 1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14일 까지

제 11 기  2021년 07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Ⅰ.영업수익 6,171,022,128 931,104,837

임대수익(주석9) 66,991,935 931,104,837

유형자산처분이익(주석4) 6,104,030,193 -

Ⅱ.영업비용 1,864,403,989 320,632,321

임원보수(주석12) 1,000,000 6,000,000

자산관리수수료(주석9) 1,451,332,077 48,971,963

사무수탁수수료(주석9) 7,652,054 10,586,298

자산보관수수료(주석9) 4,000,000 5,571,776

보험료 382,680 5,634,155

감가상각비(주석12) - 189,037,410

수선유지비 400,000 334,091

세금과공과(주석12) 2,417,858 36,899,804

지급수수료 395,540,320 16,420,334

기타비용 1,679,000 1,176,490

Ⅲ.영업이익 4,306,618,139 610,472,516

Ⅳ.영업외수익 1 593,228

이자수익 - 593,219

잡이익 1 9

Ⅴ.영업외비용 412,278,507 560,965,729

이자비용 409,774,767 560,965,476

잡손실 2,503,740 253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894,339,633 50,100,015

Ⅶ.법인세비용(주석11) - -

Ⅷ.당기순이익 3,894,339,633 50,100,015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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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 1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14일 까지

제 11 기  2021년 07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1년 07월 01일(제11기 기초) 12,500,000,000 (1,342,308,547) 11,157,691,453

연차배당 - (298,564,342) (298,564,342)

당기순이익 - 50,100,015 50,100,015

2021년 12월 31일(제11기 기말) 12,500,000,000 (1,590,772,874) 10,909,227,126

2022년 01월 01일(제12기 기초) 12,500,000,000 (1,590,772,874) 10,909,227,126

당기순이익 - 3,894,339,633 3,894,339,633

2022년 01월 14일(제12기 기말) 12,500,000,000 2,303,566,759 14,803,566,759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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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 1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14일 까지

제 11 기  2021년 07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12(당) 기 제 11(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1,664,839) (423,271,252)

1.당기순이익 3,894,339,633 50,100,015

2.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 189,037,410

감가상각비 - 189,037,410

3.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6,104,030,193) -

유형자산처분이익 6,104,030,193 -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2,118,025,721 (662,408,677)

미수금의 감소(증가) 169,133,201 49,401,255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101,189)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8,212,895 (5,110,314)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34,73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942,514,977 153,903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75,452,054) (198,775,870)

예수금의 증가(감소) 4,358,025 (500,000,000)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69,258,677 (7,941,732)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6,700,000,000 1,946,125,912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6,700,000,000 2,0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46,700,000,000 2,000,000,000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3,874,088)

기타의유형자산의 증가 - 53,874,088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100,000,000) (298,564,342)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0,60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 30,600,000,00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2,100,000,000) (30,898,564,342)

장기차입금의 상환 30,600,000,000 30,600,000,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1,500,000,000 -

배당금의 지급 - 298,564,342

Ⅳ.현금의 증가(감소) (Ⅰ+Ⅱ+Ⅲ) 14,508,335,161 1,224,290,318

Ⅴ.기초의 현금 2,348,525,768 1,124,235,450

Ⅵ.기말의 현금(주석15) 16,856,860,929 2,348,525,768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9 -



주석

제 12 기  2022년 01월 14일  현재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6년 3월 7일에 설립

되어 2016년 4월 26일자로 영업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

의 취득, 관리, 개량, 처분, 개발, 임대차, 증권의 매매 및 금융기관 예치 등 정관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의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주식의 종류 주식수(주) 지분율(%)

 엠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제1종 종류주 1,500,000 60.00

(주)아벤트리알앤엠 
 제2종 종류주 500,000 20.00

 보통주 500,000 20.00

합계 2,500,000 100.00

당사는 주석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1년 11월 30일자로 보유 부동산 전체

를 제이알종로피에프브이(주)에 매각하는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 487억원)을 체

결하였습니다. 또한, 주석1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사는 동 계약에 따라 20

22년 1월 14일에 매매대금 정산 및 소유권이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해산 등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6월 30일에 종료하고, 7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였으나, 전기 중 정관변경에 따라 제12기 사업연도는  

2022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2022년 1월 14일에 종료하며, 제13기 사업연도는 2022

년 1월 15일에 개시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하며, 이후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

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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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주요한 회계정책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인식

당사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수익으로 인

식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

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

의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

는 등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건물 및 기타의유형자산을 각 해당 자산의 취득원

가에서 각각 40년 및 5년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누계

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정부보조금

당사는 자산관련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가 아닌 기타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

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대응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법인세회계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한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

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

중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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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액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결손금 등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래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는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하고 있

습니다. 

(5)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특칙적용 : 이익준비금적립의무 배제 및 초과배당

당사는 결산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익배당 시 이익준

비금의 적립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458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

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가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가

상각비의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제한예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잔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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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초 감가상각 처분(*) 기말

토지 35,591,257 - (35,591,257) -

건물 6,860,543 - (6,860,543) -

기타의유형자산 144,170 - (144,170) -

합계 42,595,970 - (42,595,970) -

(*) 당사는 당기 중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 6,104백만원을 인식함.

<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초 증가 감가상각 기말

토지 35,591,257 - - 35,591,257

건물 6,959,256 - (98,713) 6,860,543

기타의유형자산 180,620 53,874 (90,324) 144,170

합계 42,731,133 53,874 (189,037) 42,595,970

5. 주요 보험가입현황

당기말 현재 당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6. 담보제공현황

당기 중 부동산 매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장기차입금이 상환됨에 따라 당기말 현재 임

대보증금 및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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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차입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최종 만기일 상환방법 비고

㈜우리은행(*1) 3.6 - 30,600,000 2022-1-14 만기일시 -

소 계 - 30,6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 (30,600,000)

차감계 - -

(*1) 약정서상 만기일은 2023년 10월 7일이나 2022년 1월 14일에 유형자산 매각에 

따라 동 일자로 조기 상환됨.

8. 자본

(1) 자본금

당기말 현재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으로 수권주식수는 2,500천주입니다. 또한, 

당사는 1,500천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종종류주식을, 500천주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종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발

행주식수는 보통주 500천주, 제1종종류주 1,500천주, 제2종종류주 500천주이며, 보

통주 자본금은 2,500백만원, 제1종종류주 자본금은 7,500백만원, 제2종종류주 자본

금은 2,500백만원으로 총자본금은 12,500백만원입니다. 

한편, 당사는 해산 결의 직전 결산기까지 매 결산기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을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종종류주

식에 대해, 운영이익 한도로 제1종종류주식 발행가액의 연 6.8%의 비율(이하 "우선

배당률")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한 금액을 우선 배당하며, 어느 사업

연도의 제1종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배당 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

습니다. 또한, 우선배당 후 남은 운영이익을 보통주식과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주

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당가능이익 중 운영이익

을 제외한 처분이익중 30%는 제1종종류주식에, 70%는 보통주식과 제2종종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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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청산 시 채무변제 후 남은 잔여재산은 제1종종류주식의 누적미배당분, 제1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에 우선 분배하고, 분배 후 잔여재산을 보통주식과 제2

종종류주식에 대해 각각의 발행가액 상당액을 분배한 후 남는 잔여재산의 30%는 제

1종종류주식에, 70%는 보통주식과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

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익준비금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익처분 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

법 제458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9. 주요 약정사항 

(1) 자산관리계약

 

당사는 에이아이엠투자운용(주)와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등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음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

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수료 비고

매입수수료 부동산 매입금액의 1.0% ㆍ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기본운용수수료 총부동산가액의 연0.35%

ㆍ연 수수료를 12등분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

ㆍ제1종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이 목표수익률(연 6.8%)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만큼 감액하고, 청산시점에 상기 목표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한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

매각기본수수료 부동산 매각가액의 1.0% ㆍ부동산 매각이 속한 결산기 주주총회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

매각성과수수료 부동산 매각차익의 15% ㆍ부동산 매각이 속한 결산기 주주총회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

(2) 일반사무수탁계약

 

당사는 삼정KPMG AAS(주)와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주식발행에 관한 

사무, 운영, 계산에 대한 사무, 세무에 관한 업무, 청산 업무 등의 사무에 대한 일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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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무수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

습니다. 사무수탁수수료는 2021년 4월 중 동 계약을 갱신 및 변경하면서 2021년 4월

27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연 21백만원, 해산등기일 이후 연 30백만원으로 변경되었

습니다. 

(3) 자산보관계약

 

당사는 (주)국민은행과 부동산, 유가증권 및 현금 등 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 및 해산 

(청산)관련 업무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말

기준 총자산가액의 연 0.025% 상당액을 자산보관수수료로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당사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아워홈 당사
부당이득반환 및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751,746 (*)

(*) 2022년 1월 20일에 소 취하됨.

(5)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사는 2021년 11월 30일자로 보유 부동산 전체를 제이알종로피에프브이(주)에 매

각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른 총 매매대금은 48,700백만

원백만원)입니다. 한편, 당사는 주석1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2년 1월 14

일에 매매대금 정산 및 소유권이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16 -



1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지배ㆍ종속관계

당기말 현재 당사의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ㆍ채무는 없습니다.

(4) 당사는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 아니므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분류별 보상금액, 총

보상금액 및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한 공시를 생략합니다.

11. 법인세비용 등

당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 동 법 시행

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바, 당사는 향후 배당가능이익을 전액 

배당할 예정이므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일시

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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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

당기와 전기의 영업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그 금액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 기 전 기

임원보수 1,000 6,000

감가상각비 - 189,037

세금과공과 2,418 36,900

1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와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2(당)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제11(전)기
2021년 07월 01일 부터

2022년 01월 14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2년 03월 03일 처분확정일 2022년 02월 28일

(단위: 원)

과     목 제 12 기 제 11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303,566,759 (1,590,772,87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829,910,299) (1,640,872,889)

   2. 전기 이익잉여금처분 현금배당 미배당분 239,137,425

   3. 당기순이익 3,894,339,633 50,100,015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3,894,339,633 239,137,425

   1. 배당금 3,894,339,633 239,137,425

         현금배당 3,894,339,633 239,137,425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590,772,874) (1,829,9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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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배당금

(1) 주당 배당금 산정내역

당사의 당기 및 전기 배당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구 분 합계 제1종종류주 제2종종류주 보통주

배당금 총액(A) 3,894,339,633 2,494,971,259 699,684,187 699,684,187

발행주식수(B) 2,500,000주 1,500,000주 500,000주 500,000주

주당 배당금(C=A/B) 1,558 1,663 1,399 1,399

주당 액면금액(D) 5,000 5,000 5,000 5,000

주당 배당률(E=C/D) 31.15% 33.27% 27.99% 27.99%

<전기>

(단위: 원)

구 분 합계 제1종종류주 제2종종류주 보통주

배당금 총액(A) 239,137,425 239,137,425 - -

발행주식수(B) 2,500,000주 1,500,000주 500,000주 500,000주

주당 배당금(C=A/B) 96 159 - -

주당 액면금액(D) 5,000 5,000 5,000 5,000

주당 배당률(E=C/D) 1.91% 3.19% - -

(2) 배당성향

당사의 당기 및  전기 배당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배당금 총액 3,894,339,633 239,137,425

당기순이익 3,894,339,633 50,100,015

배당성향 100.00% 477.32%

(3) 배당비율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정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

다. 초과배당은 당기의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당기순이익 및 과세소득, 자본적 지

출계획 및 배당여력 현금보유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되, 초과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이월결손금은 차기 이후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

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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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금흐름표

당사는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당

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없습니다. 

한편, 현금흐름표 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16. 재무제표의 확정 

당사의 당기 재무제표는 2022년 3월 3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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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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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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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 - - - - - 3 3

투입

시간

분ㆍ반기검토 - - - - - - - - - - - - - -

감사 2 2 20 20 40 40 - - - - - - 62 62

합계 2 2 20 20 40 40 - - - - - - 62 62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2022.1.6 1 일

주요내용 당해 사업연도 감사 계획 수립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2022.1.19 - 1.20 2 일 2 명 - 명 실증적분석 및 입증감사절차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O 채권채무조회 - 변호사조회 O

기타조회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2 회

수행시기 2022.1.6, 2022.1.20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

수행시기 -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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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2년 01월 06일 총 2인: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 담당이사 대면회의 계획된 감사범위의 시기와 개요

2 2022년 01월 20일 총 2인: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 담당이사 대면회의 감사 종결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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