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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회사의 개황 

I.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와이인더스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설립일 : 2009년 6월 4일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 13층 

4) 사업목적   

당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을 투자·운영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①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개발 

③ 부동산의 임대차 

④ 증권의 매매 

⑤ 금융기관에의 예치 

⑥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5) 자산 및 자본금 규모(2011.03.31기준) : 총자산 : 940억원,  자본금 : 425억원 

6) 상장 및 등록여부 : 해당사항 없음(비상장) 

7)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정관에 정한 경우) 

�  회사의 존속기간 : 회사설립등기일(2009.06.04)로부터 5년 

�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주주총회의 결의 

③ 합병 

④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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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⑥ 국토해양부 장관의 영업인가 취소 

 

2. 회사의 연혁  

1) 당해회사의 연혁  

가)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 2009.06.04 : 

 

 

 

발기인총회 개최 

자산관리계약체결(㈜하나에이아이엠에이엠씨) 

자산보관계약체결(㈜중소기업은행) 

일반사무수탁계약체결(신한아이타스㈜) 

- 2009.06.04 : 회사설립(자본금 : 10억원) 

- 2009.06.24 : 국토해양부의 영업인가 

- 2009.06.26 : 모집(사모)(규모 : 41,500,000,000원) 

나)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 해당사항 없음  

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가) 기업집단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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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 변동상황  

1) 자본금 변동상황  

일자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증(감)자후 

자본금(원) 

신주의  

배정방법 

증자 

비율(%)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가액 

2008. 

06.04 

설립 

자본금 
기명식 

보통주 

200,000 5,000 5,000 1,000,000,000 
발기 

주주 
2.35 

2009. 

06.26 
증자 1,200,000 5,000 5,000 6,000,000,000 

모집 

(사모) 
14.12 

2009. 

06.26 
증자 

기명식

우선주 
7,100,000 5,000 5,000 35,500,000,000 

모집 

(사모) 
83.53 

합   계  42,500,000,000  100.0 

2) 자본금 변동예정 등 : 해당사항 없음 

3) 현물출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총수 

 
［2011년 3월 31일 현재］

(단위 : 주)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총수 미발행주식의 총수 

20,000,000 8,500,000 11,500,000 

2) 발행한 주식의 내용  

 

［주당액면가액 : 5,000원］ 

［2011년 3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주) 

구 분 종 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총액 비 고 

기명식 보통주 1,400,000 7,000,000,000 - 

기명식 우선주 7,100,000 35,500,000,000 - 

합  계 8,500,000 42,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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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주식 취득현황  

(단위 : 원, 주) 

취득일자 종류 주식수량 취득가액 비고 

- - - - - 

합  계 - - - 

4) 주식매수선택권  

(단위 : 원, 주) 

부여일 관계 
부여 

받은자 

주식의 

종  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미행사

주식수 

행사 

기간 

행사 

가격 

최근주가 

(공모가격) 

- 임 원 - - - - - - - - 

- 직 원 - - - - - - - - 

합 계 - - - - - - - - - 

 

5. 의결권현황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 고 

1. 의결권이 있는 주식 ［가-나］ ［8,500,000］   

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8,500,000   

나. 의결권 없는 주식 -   

2.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가+나+다+라+마］ ［      -     ］   

가. 상법상의 제한 -   

나. 증권거래법상의 제한 -   

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제한 -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제한 -   

마. 기타 법률에 의한 제한 -   

3.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1-2+3］ ［ 8,500,000］   

※ 정기총회 참석주식수 (참석률:     %)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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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 등의 분배방침  

당해 회사의 당기배당금액은 기본적으로 당기배당가능이익의 100%를 현금 배당할 계획에 있으며, 실질적

인 배당금액의 확정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할 것임  

투자자금에 대한 배당은 매 6 개월 결산시 상기한 정책에 따라 배당할 것이며, 배당 시에는 당기의 감가

상각비 전액을 함께 배당할 것임 

당해 회사는 투자대상 부동산을 통해 발생된 임료를 기초로 당해 회사의 일반관리비용, 각종 위탁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존속기간 동안 매 6 개월 결산에 따른 배당으로 투자자들의 실효수익률을 제

고할 계획임 

2) 최근 5사업년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주당액면가액 : 5,000원］

구   분 제1기 제2기 제3기 X기 

당기순이익 1,689,209,234 1,917,748,313 2,172,209,559 - 

1주당 배당금 

우선주 

보통주 

 

319 

298 

 

325 

300 

 

342 

317 

- 

이익배당한도 

우선주 

보통주 

2,679,993,639 

2,263,164,417 

416,829,222 

2,726,586,197 

2,306,736,706 

419,849,491, 

2,908,602,031 

2,428,609,532 

443,880,753 

- 

배당금총액 

우선주 

보통주 

2,679,993,639 

2,263,164,417 

416,829,222 

2,726,586,197 

2,306,736,706 

419,849,491 

2,908,602,031 

2,428,609,532 

443,880,753 

- 

배당성향 158.65% 142.18% 132.24%- - 

배당수익률 

우선주 

보통주 

 

6.38% 

5.95% 

 

6.50% 

6.00% 

 

6.84% 

6.34% 

- 

연환산배당수익률 

우선주 

보통주 

 

11.03% 

10.30% 

 

13.11% 

12.10% 

 

13.57% 

12.58% 

 

*이익배당한도 : 당기순이익 - 법정 이익준비금 + 감가상각비 -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성향     : 배당금총액 / 당기순이익  

*배당수익률   : 배당액/((기초납입자본금 + 기말 납입자본금)/2) 

*연환산배당율 : 배당수익률*365/해당사업연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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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자산의 구성현황 및 변경내역 

I. 총자산의 구성현황  

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해당사항 없음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 총자산의 구성현황(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작성) 

(단위 : 백만원, %) 

항   목 

전분기 

(2010.12.31) 

당분기 

(2011.03.31) 총자산대비 

구성비율 
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구조조정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90,793 94.83 90,480 96.21 96.21 

96.21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 - - - - 

부동산개발사업 - - - - - 

기  타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 - - - -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 - - - - 

부동산개발사업 - - - - -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 - - - - 

부동산관련유가증권  - - - - 

유가증권  - - - - 

금융기관 예치 4,921 5.14 3,536 3.76  

기타 자산 25 0.03 24 0.03  

총 자산 

자기자본 42,656 44.55 40,941 43.54 43.54 
100.0

0 
부채 53,083 55.45 53,099 56.46 56.46 

※ 1. 구조조정 부동산이란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산정한다. 

3. 총자산(최저자본금준비기간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매각일부터 2년 이내의 회사설립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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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된 주금, 신주발행을 통하여 모집한 자금 및 소유부동산의 매각대금도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

로 작성한다. 

4.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II. 총자산의 변경내역 

1. 부동산 거래내역  

1) 매입부동산 : 해당사항 없음 

2) 매각부동산 : 해당사항 없음 

 

2.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거래내역  

※ 당해 분기중 거래된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은 없습니다. 

   

3. 유가증권 거래내역 

※ 당해 분기중 거래된 유가증권은 없습니다. 

 

4. 금융기관 예치내역 

(단위 : %, 백만원) 

예치 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예치금액 비고 

기업MMDA 
중소기업은행 0.1 ~ 2.1 

- 운영계좌 

1,690 이자유보금계좌 

1,621 MMDA 

보통예금 - 수입계좌 

정기예금 하나은행 4.2 225 정기예금계좌 

합   계 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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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자산가치추이  

(단위 : 백만원, 주)

구  분 2011.03.31 2010.12.3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 27조제 3항에 따른 

총자산가액(Ⅰ) 

94,040 95,739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Ⅱ) 53,098 53,083 

순자산가치 가액(Ⅲ=Ⅰ-Ⅱ) 40,942 42,656 

발행주식총수 8,500,000 8,500,000 

주당 순자산가치(원) 4,817 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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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자산 유형별 현황 

I. 분기말 현재 부동산별 현황�가격�임대료 및 주요 임차인의 현황(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여 작성) 

1. 소유 부동산별 개요  

(단위 : 백만원) 

부동산명 위  치 완공(개축)연도 취득일자 
담보 및 부채 

내역 
비  고 

쌍용인천출하장 

및 부속건물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2-2외 “공장” 
1991년 4월 2009.06.30 

45,000 부채금액 

58,500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684 현금및현금성자산 

 

2. 소유 부동산별 가격현황  

(단위 : 백만원)

부동산명 
취득가액 

취득후 

자본적지출 
평가손익 기말잔액 

총액 

감가 

상각 

누계액 

장부 

가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쌍용인천 

출하장 

및 부속건물 

75,360 5,162 - - - - 75,360 5,162 80,522 (226) 80,296 

합   계 75,360 5,162 - - - - 75,360 5,162 80,522 (226) 80,296 

- 취득가액 :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매입금액은 약 804억원 

             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매입금액은 약 129억원 

- 매입부대비용 : 부동산(토지,건물,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매입부대비용은 약33억원 

-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투자비율로 매입부대비용을 안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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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 부동산별 임대현황 

(단위 : 원)

부동산명 
임대가능 

면적(㎡) 

임대면적 

(㎡) 

임대율 

(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 

연간 

총임대료 

임대차 

계약수 

임대면적단위(㎡)당 

연임대료 

쌍용인천 

출하장 

및 부속건물 

86,195.5 86,195.5 100% 9,659,340,000 1 112,063 

합  계 86,195.5 86,195.5 100% 9,659,340,000 1 112,063 

-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와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 

- 월 임대료 합계는 부동산등기부상 토지 연면적 86,195.5㎡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II.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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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총수입금액, 수입구조, 수익률 

I. 총수입금액  및 수입구조  

1. 투자자산별 수입금액(기간 : 2011.01.01 ~ 2011.03.31) 

(단위 : 백만원, %) 

구분 

쌍용양회 인천출하장 

비  고 

금액 비율(%) 

부동산 

임대료 2,415 98.93% - 

매매손익 - - - 

기타수익 - - - 

유가증권 

매매손익 - - - 

평가손익 - - - 

이자, 배당금 등 - - - 

기타수익 26 1.07% - 

총 수 익 2,441 100.00% - 

※ 유가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손익만 포함함 

 

II. 부문별 수입금액 명세  

1. 부동산 

1) 부동산 임대료수익  

구   분 임대료(백만원) 비 율(%) 비  고 

쌍용양회공업㈜ 2,415 100.00 - 

임대료 수익 계 2,415 100.00 - 

2) 부동산 매매손익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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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수익(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분양수익 포함) 

※ 해당사항 없음  

 

2. 유가증권     

유가증권 매매사실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의 수익 

구   분 금 액 (백만원) 비율 (%) 비  고 

이자수익 26 100.00 - 

기타 수익 계 26 100.00 - 

 

 

III. 자기자본수익률  

(단위 : %) 

구   분 제4기 1분기 제3기 2분기 제3기 1분기 

당해회사수익률(A) 11.35% 10.48% 10.53% 

산업평균수익률(B) - - - 

초과수익률 - - - 

※ 수익률은 회계적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로서 연단위로 환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1사분기수익률 = ｛1+（ 당분기순이익 ／［(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기말납입자본금)／2］）｝
4
－1 

2사분기수익률 = ｛1+（ 당반기순이익 ／［(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기말납입자본금)／2］）｝
2
－1 

3 사분기수익률 = ｛1+（1 분기부터 3 분기까지의 순이익／［(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기말납입자본금)／2］）｝
4/3

－1 

4사분기수익률 =   (당기순이익 ／［(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기말납입자본금)／2］） 

※ 납입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상기산식은 1 기사업연도가 12 개월일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1 기의 사업연도가 6 개월일 경우

상기 산식을 준용하여 최근 1년간의 분기별 연환산 자기자본수익률을 제시할 것 

※ 수익률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할 것 

※ 산업평균수익률은 이용가능한 동일한 분기의 부동산투자회사의 평균수익률로 비교표시 

※ 상기 표와 더불어 그래프나 도표로 표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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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부동산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I. 부동산 영업경비 (기간 : 2011.01.01 ~ 2011.03.31) 

(단위 : 원) 

구    분 금    액 

1. 임원급여 1,500,000 

2. 자산관리위탁수수료 95,010,000 

3. 자산보관위탁수수료 7,500,000 

4. 일반사무위탁수수료 4,676,027 

5. 보험료 5,426,910 

6. 감가상각비 312,879,240 

7. 지급수수료 7,138,820 

8. 세금과공과 31,173,930 

9. 간주임대료 7,047,740 

10. 광고선전비 456,000 

11. 이자비용 810,000,000 

합    계 1,282,808,667 

  

II. 업무위탁비용 

구    분 지급 기관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비   고 

자산관리수수료 
하나에이아이엠 

에이엠씨 

<운용보수>: 연 380,040,000원 12등분하여 매월말까지 지급 

매입보수: 326,500,000원 매입완료일로부터 7일이내 

매각보수: 매각대금의 1%,‘시장매

각’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 7일 이내 

매각성과보수 : 950억원을 초과하여 

매각된 경우 초과분의 20% 

=(매각금액-950억원)*20% 

주주총회 승인 7일 이내 

자산보관수수료 중소기업은행 매분기 750만원 매분기 단위 지급 

사무수탁수수료 신한아이타스 총자산가액의 연 0.02% 
매분기 투자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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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부  차입에 관한 사항 

I.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 증가 상환 기말 비   고 

운영자금의 차입액 - - - - - 

부동산관련 부채 인수 45,000 - - 45,000 -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수융액 - - - -  

주식의 매수청구 또는 

환매청구 등에 의한 차입액 
- - - - - 

 

 

II. 차입처 등 

(단위 : 백만원)

차입처 차입일 차입금 이자율(고정금리) 상환조건 기말잔액 

중소기업은행 
2009.06.30 

30,000 연 7.3% 
만기일시 

30,0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5,000 연 7.3% 15,000 

합   계 - 45,000 - -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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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부  주주현황 및 주가변동상황 

I. 주주현황(매 결산기에 한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현황   

    해당사항 없음 

2. 주요주주(3%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매 결산기 항목)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사무 

결  산  일 
매년 6월 30일 

매년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8월/2월중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 

공고게재 

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명의개서 

대리인 
신한아이타스㈜    

※ 최초 사업년도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09년 12월 31일에 종료함. 

 

 

II. 주가변동상황  

※ 상장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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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부  요약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I. 요약재무제표 작성기준 

1. 요약 재무상태표의 과목별 구성 세부과목 

1) 유동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수익, 선급비용, 선급법인세 

2) 비유동자산 : 토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3) 유동부채 :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부가세예수금 

4)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5)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6) 자본조정 : 주식할인발행차금 

7) 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2. 요약 손익계산서의 과목별 구성 세부과목 

1) 영업수익 : 임대료수익 

2) 영업비용 : 임원급여,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자산보관위탁수수료, 사무수탁수수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3)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잡이익 

4)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II. 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I.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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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제4기 1분기 제3기 2분기 제3기 1분기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3,559,667,848 

90,480,445,753 

 

4,945,874,938 

90,793,324,993 

 

3,469,029,827 

91,161,521,229 

자산총계 94,040,113,601 95,739,199,931 94,630,551,056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373,677,907 

52,725,000,000 

 

358,283,134 

52,725,000,000 

 

344,954,288 

52,725,000,000 

부채총계 53,098,677,907 53,083,283,134 53,069,954,288 

자본 

자본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42,500,000,000 

(108,335,236) 

(1,450,229,070) 

 

42,500,000,000 

(144,446,982) 

300,363,779 

 

42,500,000,000 

(144,446,982) 

(794,956,250) 

자본총계 40,941,435,694 42,655,916,797 41,560,596,768 

부채와 자본총계 94,040,113,601 95,739,199,931 94,630,551,056 

 

 

V.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4기 1분기 제3기 2분기 제3기 1분기 

영업수익 2,414,835,000 2,414,835,000 2,414,835,000 

영업비용 472,808,667 514,722,534 537,659,691 

영업이익 1,942,026,333 1,900,112,466 1,877,175,309 

영업외수익 25,982,849 23,207,563 27,714,221 

영업외비용 810,000,000 828,000,000 828,00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58,009,182 1,095,320,029 1,076,889,530 

분기순이익 1,158,009,182 1,095,320,029 1,076,88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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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매연도말 1회 작성에 한한다. 다만, 중간배당을 할 경우에는 중

간배당기에도 작성한다.) 

분기보고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VII. 현금흐름표(매연도말 1회 작성에 한한다) 

분기보고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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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에스와이인더스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

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09년 6월 4일 설립되어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획득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요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부동산의 개발, 증권의 매매 등으로 방법

으로 자산을 투자ㆍ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26-4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1,000백만원 있었으나 2009년 6월 한차례의 증자

를 거쳐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42,500백만원(보통주 7,000백만원, 우선주 35,500백만원)입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금액(천원) 지분율 

우선주자본금 

골든브릿지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1호 
7,100,000 35,500,000 83.53% 

보통주자본금 

쌍용양회공업㈜ 1,400,000 7,000,000 16.47% 

합  계 8,500,000 42,500,000 100.00% 

회사의 정관상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인 2009년 6월 4일로부터 5년간이며, 통상적인 사업연도는 6개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개시하고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종료)이며, 다만 최초사업연도는 설립일로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회사의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인식 

회사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임대료를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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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회사는 유형자산을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에 당해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

된 지출을 합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

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

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

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

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

하는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상각방법 

건      물 40 년 정액법 

구축물 20년 정액법 

기계장치 5년 정률법 

 

4)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및 법인세비용의 계상 

회사는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

에 당해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자산

ㆍ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에 따른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에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되거나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부담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발생한 

기간의 법인세비용에 반영하고 있으며, 자본항목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

과는 관련 자본 항목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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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연법인세자산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

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동 금액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 당기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당기의 소득금액 계산시 배당소득공제를 반영하여 법인세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5) 회계추정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상의 자산과 부채, 주석으로 표시된 우발채권과 우

발채무, 또한 회계기간중에 인식된 수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추정 및 가정에 책임

이 있습니다. 실제결과와 회계추정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이익준비금적립의무 배제 및 초과배당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이익처분 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법 제

458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법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가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이 가능합니다. 

7) 주당순이익 

기업회계기준서 23호 주당순이익 단서 규정에 따라 주당순이익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2011년 3월 31일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예입처 연이자율(%) 
금    액 

2011.03.31 2010.12.31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중소기업은행 
0.1 ~ 2.1 

- 5 

MMDA 중소기업은행 3,310,608 4,696,037 

소  계 3,310,608 4,696,042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하나은행 4.20 225,000 225,000 

합  계 3,535,608 4,921,042 

상기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1,689,589천원은 회사의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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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1) 주요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회사 유형자산의 주요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합계 

기초취득원가 75,359,827 5,161,776 9,755,282 3,124,678 93,041,563 

취득 - - - - - 

처분및폐기 - - - - - 

기말취득원가 75,359,827 5,161,776 9,755,282 3,124,678 93,401,563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 (226,269) (855,258) (1,839,590) (2,921,117) 

기말장부가액 75,359,827 4,935,507 8,900,024 1,285,088 90,480,446 

당분기상각액 - 31,819 120,270 160,790 312,879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합계 

기초취득원가 75,359,827 5,161,776 9,755,282 3,124,678 93,041,563 

취득 - - - - - 

처분및폐기 - - - - - 

기말취득원가 75,359,827 5,161,776 9,755,282 3,124,678 93,401,563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 (194,450) (734,987) (1,678,801) (2,608,238) 

기말장부가액 75,359,827 4,967,326 9,020,295 1,445,877 90,793,325 

전분기상각액 - 32,526 122,943 212,727 36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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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형자산은 회사의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2)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소재지 면 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2-10 43,165.5 37,570,777 20,719,44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2-2 41,098.8 35,771,965 19,727,424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2-11 1,931.2 2,017,085 1,380,808 

합  계 86,195.5 75,359,827 41,827,672 

 

3) 보험가입자산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험종류 보험가입자산 부보금액 연보험료 

재산종합보험 건축, 구축물 및 기계장치 16,670,457 22,069 

(*)상기 보험은 회사의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5. 장기차입금  

1)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연이자율(%) 금 액 상환방법 만기일 

중소기업은행 7.3 30,000,000 만기일시상환 2012.06.3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3 15,000,000 만기일시상환 2012.06.30 

합     계 45,000,000   

 

2)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근저당권, 구축물 및 기계

장치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보험금청구권, 보통예금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상 차임지급

청구권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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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보제공자산 

당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회사 소유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 담보설정금액 담보제공처 

현금및현금성자산 1,689,589 중소기업은행 

토지,건물,구축물및기계장치 58,500,000 
중소기업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자본금 

1)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및 1주당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수권주식수 20,000,000주 

보통주식수 1,400,000주 

우선주식수 7,100,000주 

발생주식수 8,500,000주 

1주당금액 5,000원 

2)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

당합니다. 단,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에 추가하여 보통주식

과 동일한 비율의 배당을 추가로 배당합니다. 또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합니다. 

3) 당분기 중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변동일 
금  액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합  계 

기초자본금 7,000,000 35,500,000 42,500,000 

기중증감액 - - - 

당분기말자본금 7,000,000 35,500,000 4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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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료수익 

회사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쌍용양회공업(주)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에 위치한 쌍용양회 인천공장

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차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특약사항에 따

라 매 연차별 임대료 수익 및 임대보증금은 직전연도 대비 매년 3% 인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의 인상

분에 대하여 이를 연 9%로 환산하여 월 차임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당기 지급규정에 따른 최종지급

기간의 월 임대료 수익은 804,945천원이며 당기말 현재 임대보증금은 7,725백만원 입니다. 

 

9. 법인세비용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분기의 감가상각

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향후 법인세부담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

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주요경영진 급여 1,500 

상기의 주요경영진에는 당사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주요약정사항  

1) 자산관리위탁계약 

가. 운용수수료 

회사는 (주)하나에이아이엠에이엠씨와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 및 임대차 등

의 방법에 의한 자산의 투자운용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380,040천원의 운용수수료를 12등분하

여 매월말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매입수수료 

 매입수수료는 326,500천원을 매입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매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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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를 청산인이 청산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일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매각성과수수료 

매각성과수수료는 950억원 이상으로 매각될 경우, 매각금액에서 950억원을 공제한 차액의 20% 상당액

을 청산인이 청산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일이내 지급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2) 자산보관위탁계약 

회사는 중소기업은행과 부동산, 유가증권 및 현금 등 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매분기 

단위로 분기말이 속한 달에 7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일반사무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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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공시에 관한 사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등의 업무에 대한 일반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매분기 

단위로 매분기 투자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이후 7일 이내에 회사의 총자산가액의 연 0.02%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책임임대차계약 

회사는 쌍용양회공업(주)와 다음과 같은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임대자산(면적) 토지(86,195.5㎡), 건물(10,551.52㎡) 및 부속물(기계구축물 등)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 7,725백만원 

월임차료(*) 805백만원 

(*) 상기 월임차료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2.  현금흐름표  

회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당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

는 없습니다. 한편,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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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계산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   

당분기중 회사의 영업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 정 과 목 

금      액 

당분기 전분기 

임원급여 1,500 1,500 

감가상각비 312,879 368,196 

지급수수료 7,139 12,981 

세금과공과 38,222 10,828 

합    계 359,740 39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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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재무제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회사정관, 기업회계기준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황을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부감사인  김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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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부  기타사항 

I.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신고일자 제 목 신고내용 비 고 

2009.08.14 투자보고서 제1기 2분기 투자보고서 - 

2009.08.18 임원 변경 보고 신규 임원 추가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부동산투자회사감독규정 제8조 

2009.11.12 투자보고서 제1기 3분기 투자보고서 - 

2010.02.12 투자보고서 제1기 4분기 투자보고서 - 

2010.03.24 투자보고서 제1기 결산 투자보고서 - 

2010.05.14 투자보고서 제2기 1분기 투자보고서 - 

2010.08.13 투자보고서 제2기 2분기 투자보고서 - 

2010.09.01 임원 변경 보고 신규 임원 추가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부동산투자회사감독규정 제8조 

2010.09.30 투자보고서 제2기 결산 투자보고서 _ 

2010.11.12 투자보고서 제3기 1분기 투자보고서 _ 

2011.02.14 투자보고서 제3기 2분기 투자보고서 - 

2011.03.30 투자보고서 제3기 투자보고서 - 

 

II.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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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음 

 

IV.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V. 투자제한사항 준수여부  

투자제한사항의 내용 준 수 여 부 

1.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을  

가.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

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나.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이

행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라. 그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

가 인정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위반사항 없음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투자불

가 
위반사항 없음 

3.  동일인 발행한 증권에의 투자로서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투

자불가. 

다만, 국채·지방채 그밖에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이 정하는 증권에 대

하여는 예외인정 

위반사항 없음 

4. 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되며,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불가 

위반사항 없음 

5. 회사의 임원 및 그 특별관계자 또는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이상 소

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자산의 투자/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행위 불가 

위반사항 없음 

6.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와 부동산이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불가 
위반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