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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귀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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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이대운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7층

02-2086-0858

(인)

(인)

(인)



7) 자산보관회사

8) 비고

(1)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2) 신용평가결과

국민은행

o 회사의 존립기간: 회사설립등기일(2016.03.07)로부터
10년

o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주주총회의 결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⑥ 영업인가의 취소

해당사항 없음

6) 사무수탁회사

총 자 산 44086764000

자 본 금 12500000000

부     채 32929072547

5) 자산관리회사

삼정KPMG AAS

(주)에이아이엠투자운용

2) 설립일

3) 소재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7층

4) 자산 및 자본금, 부채 (기준일자) 2021.06.30 (단위: 원)

2016.03.07

제 1 부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Ⅰ. 회사의 현황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
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



2. 회사의 연혁

1)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상호의 변경,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주요 자산취
득일 등을 기재)

가)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2016.03.07 발기인총회
  -2016.03.07 회사설립(자본금 5억원)
  -2016.03.15 업무위탁 계약 체결
              자산관리위탁계약체결(주식회사 에이아이엠투자운용)
              자산보관계약체결(주식회사 국민은행)
              일반사무수탁계약체결(삼정KPMG AAS 주식회사)
  -2016.04.26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2016.10.04 신주발행(제1종 종류주식 150만주)
  -2016.10.07 신주발행(보통주 40만주, 제2종 종류주식 50만주)
  -2016.10.07 부동산 취득(아벤트리호텔 종로)
  -2018.10.29 본점이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3)

나)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해당사항 없음.

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발기인·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    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및 연혁 비 고

육심강 1962.09.18
2006.10~2007.6:한셋투자전문㈜ 대표이사

2007.7~2008.11:Savills Korea 공동 대표이사
2008.11~2011  :㈜하나에이아이엠에이엠씨 대표

결격사유
없음

※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지, 근무기간 및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비고란에는 법 제7조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

(2)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및 연혁 비 고

기타비상무이사 위찬오 1971.08.02
2003.8~2009.10:경남기업㈜ 부동산 개발팀

과장
2009.10~2012.4: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동

결격사유
없음

대표이사 이대운 1954.12.04
1979.11~1985.6:삼성물산 대리

1985.6~2000.2 :씨티은행 Vice President
2000.2~2002.2 :현대증권㈜ 이사

결격사유
없음

감사 김상부 1961.08.21
1983.2~1996.11:안건회계법인 외 근무

1996.12~2002.6:감사원 근무
2002.7~2004.7 :국비 장기해외훈련

결격사유
없음

기타비상무이사 김기동 1960.07.20
2007.3~2008.2 :하나IB증권㈜ 경영지원부

장
2008.2~2010.6 :하나대투증권㈜ 관리본부

결격사유
없음

※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지, 근무기간 및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비고란에는 법 제14조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



[

비 고

3. 주식 및 자본에 관한 사항

1)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한 주식의 내용

2021.06.30 현재]

(단위 : 원, 주)

구 분 종 류 발행주식수 주당 발행가액 주당 액면가액

기명식 제1종종류주식 1,500,000 5,0005,000

기명식

기명식

제2종종류주식

보통주

5,000

5,000

5,000

5,000

500,000

500,000

(3) 현물출자 현황

(4) 비고(주식매수선택권 여부,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 등을 기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보통주식(500,000주)과 제1종 종류주식(1,500,000주)은 의결권이 있으며, 제2종 종류주식(500,000
주)은 의결권이 있으나, 2021년 10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유자산 매각을 승인하는 안
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음.

(2) 자기주식 취득현황

(단위 : 원, 주)

취득일자 종 류 주식수량 취득가액 비 고



2) 자본금 변동상황

(단위 : 원, 주)

일자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증(감)자한

자본금
증(감)자 후

자본금
증(감)자

비율종류 수량
주당

발행가액

주당

액면가액

25.0%

25.0%

2,000,000,000

7,500,000,000

500,000,000

1500.0%

2,500,000,000

8,000,000,000

500,000,000

10,000,000,000

12,500,000,000

-

3) 자본금 변동예정 등

2016.10.04 종류주 -> 제1종 종류주식
2016.10.07 종류주 -> 제2종 종류주식

해당사항 없음

2016.
10.04

2016.
03.07

2016.
10.07

2016.
10.07

유상
증자

설립
자본
금

유상
증자

유상
증자

종류주

보통주

종류주

보통주

1,500,000

100,000

500,000

40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

엠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신탁5호

4. 주주현황

1) 최대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현황

2021.06.30 현재

성명 관계
내/

외국인
국적

기관/
개인

청약예외
주주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원인

기초 증가 감소 기말

1,500,000

(0.00%) (60.00%)

0

0

0

※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함

※ 청약예외주주란에는 시행령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각 호 중 해당되는 호를 기재

0

최대
주주

내국인
대한
민국

기관
해당사항

없음

제1종
종류주

식

1,500,000

(60.00%) (0.00%)



【 】

2) 주요주주(10%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2021.06.30 현재

순위 성명
내/

외국인
국적

기관/
개인

청약예외
주주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1
㈜아벤트리

알앤엠
내국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2종 종류주식

보통주

500,000 20.00%

20.00%

대한민국 기관

2
㈜아벤트리

알앤엠
500,000내국인 대한민국 기관



【 】

년 월 년 월 년 월

3)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2021.06.30 현재

구분
주주수
(명)

비율 주식수 비율 비고

최대주주 1 50.00% 60.00%1,500,000

주요주주 1 50.00% 40.00%

소액주주
 - 개인

0.00% 0.00%

1,000,000

소액주주
 - 법인

0.00% 0.00%

합 계 2 100.00% 2,500,000 100.00%

4) 주가변동사항

월별 비고

최저가(일자)

최고가(일자)

※ 주가는 월별 종가기준으로 기재

월간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해당사항 없음



원 ]

제 10 기 제 9 기 제 8 기 제 7 기구분

당기순이익 112,490,628 34,649,941

5.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 등의 분배방침

2) 최근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주당액면가액 : (단위 : 원, %)

* 배당가능이익
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음. 이 경우 초과배
당금의 기준은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부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당해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6월 30일에 종료하고, 7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
함. 단, 최초 회계연도는 당해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12월 31일 종료함.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결산기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함. 배당금은 매 사업연도별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 다만, 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
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000 

35,923,966 94,938,64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1,342,308,547 

당기감가상각비 등 1,464,075,457 1,278,001,743 1,094,472,920 912,047,431 

-1,236,620,411 -1,052,920,897 -815,008,949 

이익배당한도 121,766,910 41,381,332 41,552,023 97,038,482 

배당금 298,564,342 218,178,764 273,835,914218,349,455

연환산배당율 4.82% 3.46% 3.50% 4.35%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상법 시행령 제19조의 미실현이익
                                  - 기타(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등)

주당배당금 119 87 87 110

배당수익율 2.39% 1.75% 1.75% 2.19%

※ 당기 감가상각비 등 : 당기 감가상각비 + 전기이전 감가상각비 초과배당누적액

※ 이익배당한도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당기 감가상각비 등

※ 주당배당금 : 배당금 / 발행주식수

※ 배당수익율 : 배당액 / [ (기초납입자본금+기말납입자본금)/2 ] 로 계산

※ 1기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경우, 비교목적으로 연환산배당율을 다음의 산식으로 추가기재
   연환산배당율 : 배당수익율 x 365일 / (해당사업연도의 일수)



96.52구조조정부동산 96.52

기타 부동산

42,649 97.67 42,551

부동산개발사업

제 2 부 자산의 투자·운용 및 자산의 구성·변경 현황

Ⅰ. 총자산의 투자·운용 및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항 목
전기 당기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2.55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현금 1.36 1,124 2.55593

100.00

기타 자산 424 0.97 412 0.93 0.93

총계 43,666 100.00 44,087 100.00

※ 1. 부동산은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개발사업,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金),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을 말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구조조정부동산을
       별도 표시)

   2.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은 법제2조3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함

   3. 현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제외함

   4. 기타는 자산 중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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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 위치
완공

(개축)일자

1. 부동산(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

1) 소유 부동산별 개요

아벤트리호텔 종로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6 1971.04.08 2016.10.07

차입금 30,600,000,000
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
액 36,720,000,000원)

임대보증금
1,500,000,000원

(전세권설정)

취득일자 담보 및 부채내역

※ 준공시 잔금지급예정으로 준공후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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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

취득가액
취득후

자본적지출
평가손익 손상

차손
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감가
상각

누계액

(단위 : 백만원)

2) 소유 부동산별 금액현황

아벤트리호텔
종로

35,591 7,897 938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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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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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부동산명
 임대가능

면적
(㎡)

임대면적
(㎡)

임대율
(임대면적/임대
가능면적, %)

임대차
계약수

3) 소유 부동산별 임대현황

아벤트리호텔 종로 6,130.50 6,130.50 100.00% 1



(단위 : 백만원, %)

구분 종 목 명 취득금액
당해 기말
현재 가액

해당사항 없음

2. 기말 현재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황

자산구성비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예치 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전기예치금 당기예치금

3. 현금(금융기관 예치내역 포함) 현황

비고

(단위 : %, 백만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변동금리 0.007 0.007

MMDA 국민은행 변동금리 593 1,124



 미수법인세환급액 0.041 0.042

기타자산

기타자산

 선급비용 3 9

4. 기말 기타 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종 목 명 취득금액
당해 기말
현재 가액

비고

897 181
감가상각누계액 포함

국고보조금 포함
 기타의유형자산기타자산

 미수금 228 172

 미수수익 0.033 0.032

유가증권

유가증권

유가증권

유가증권

유가증권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자산

기타자산

기타자산



593 1,124

비고

당기예치금

Ⅱ. 총자산의 변경내역

1. 당기동안의 부동산 매입·매각
(단위 : 백만원)

구분 부동산명 위치 거래일자 매매가액 거래비용

※ 매각의 경우 비고란에 취득한 금액, 보유기간 등 간략히 기재

- 당기동안에 거래된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의 거래내역, 거래에 따른 이익현황, 거래비용
   등을 간략하게 기재

3. 현금(금융기관 예치내역 포함) 변경내역

예치 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단위 : %, 백만원)

2. 당기동안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거래내역

MMDA 국민은행 변동금리

전기예치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변동금리

4. 기타 자산 변경내역

(전기 말 -> 당기 말)(단위:백만원)
1. 미수금(172->228)
2. 미수수익(0.032->0.033)
3. 선급비용(9->3)
4. 미수법인세환급액(0.042->0.041)
5. 기타의유형자산(872->897)
6. 감가상각누계액-기타의유형자산(-620->-708)
7. 국고보조금-기타의유형자산(-9->-8)

0.007 0.007



 

제 3 부 자산 및 수익과 비용에 관한 사항

Ⅰ. 총수입금액 및 수입구조

구 분 금액(원) 비율(%) 비 고

부동산

임 대 료 928,999,998 99.97%

분양수익

이자,배당금 등

- 

기타수익

266,073 0.03%현금

- 

현금관련수익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이익 - 

처분이익 - 

※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이익란에는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이익만 포함

총 수 익 929,266,072 100.00%

기타자산 기타자산관련수익

※ 기타란에는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는 수익을 기재

기타 1 0.00% 잡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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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문별 상세내역

1. 부동산(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

비율(%) 비 고

1) 부동산 임대료 수익

임대료(원)부동산명

아벤트리호텔 종로 928,999,998 100.00%



1

2

3

4

5

※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분양수익은 비고란에 구분 기재

해당사항 없음

비율
(%)

비고

2) 부동산 처분수익

(단위 : 원)

부동산명
취득
가액

평가
손익

상각
누계액

장부
가액

매매
가액

처분
손익



1

2

3

4

5

해당사항 없음

2.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처분손익, 평가손익, 이자 및 배당금

(단위 : 원)

비 고구 분 매매손익 평가손익 이자 및 배당금
비율
(%)



보통예금 국민은행 변동금리 55,722 56,629

MMDA 국민은행 변동금리 218,309 209,444

3. 현금(금융기관 예치내역 포함)

(단위 : %, 원)

예치 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전기예치금
발생 수익

당기예치금
발생 수익

비고



1

2

3

4

5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산 수익

구 분 금 액(원) 비율(%) 비 고



 

Ⅲ. 총 비용 및 지출구조

구 분 금액(원) 비율(%) 비 고

기타비용

부동산

분양원가

감가상각비 186,073,714 22.78%

기타비용 63,601,466 7.79%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손실

※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손실란에는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손실만 포함

현금 현금관련비용

기타자산 기타자산관련비용

처분손실

※ 기타란에는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는 비용을 기재

기타 567,100,264 69.43%
일반사무수탁수수료

이자비용

총 비 용 816,775,444 100.00%



(단위 : 원)

합계
아벤트리호텔

종로
현금 기타자산 기타

6,000,000 6,000,000

3,311,731 3,311,731

5,428,585 5,428,585

10,413,695 10,413,695

11,080,000 11,080,000

186,073,714 186,073,714

29,158,510 29,158,510

5,730,285 5,730,285

2,123,165 2,123,165

769,190 769,190

광고선전비

보험료

임차료

기타지급수수료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자산관리수수료
(AMC수수료)

부동산관리수수료
(PM, FM 등)

자산보관수수료

일반사무
위탁수수료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금융리스이자비용

Ⅳ. 상세내역

1. 부동산 영업경비

구  분

기타영업비용

판매촉진비

이자비용

대손상각비

접대비

통신비

수선유지비

청소비

수도광열비

분양원가

급여

상여

퇴직급여



합 계

*<사무수탁보수>
2019년4월27일~2020년4월26일 : 연간20,000,000원
2020년4월27일~2021년4월26일 : 연간21,000,000원
2021.04.27~해산등기일 : 연 21,000,000 원 (부가세 별도)
해산 등기일 이후 : 연 30,000,000 원 (부가세 별도)

※ 위탁보수 :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등 위탁기관 및 대상물건, 위탁비율, 계산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위탁기관
   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해당 기간의 발생주의에 따른 금액을 위탁비용으로 기재

사무수탁회사 위탁보수
삼정케이피엠지
에이에이에스㈜

1. 2021.04.27~해산등기일 : 연 21,000,000 원
(부가세 별도)
2. 해산 등기일 이후 : 연 30,000,000 원 (부가세
별도)

10,413,695

19,154,011

위탁보수 ㈜국민은행

시설관리회사 위탁보수

3,311,731

성과보수(운용)

성과보수(매입)

기본보수(운용)

2. 업무위탁비용

종 류

기본보수(매입)

위탁보수임대관리회사

재산관리회사 위탁보수

자산보관회사
총 자산의 연간 0.025%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5,428,585

구 분
대상물건, 위탁비율, 계산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위탁비용

(원)
위탁기관

<기본운용수수료>
총 부동산가액의 연 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12
등분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
*특정 사업연도에 제1종 종류주식의 주주들에게 배
당될 이익이 제1종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의 연
6.8%의 비율로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에 대하여 목
표수익율에 미달하는경우 기본운용수수료는 목표
수익률 부족금액만큼 감액된다.

자산관리회사
㈜에이아이엠

투자운용

기본보수(매각)

성과보수(매각)



제 기 제 기 제 기 제 기

Ⅴ. 자기자본수익률

※ 수익률은 회계적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로서 연단위로 환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결산기수익률=(당기순이익/[(연기초납입자본금+연기말납입자본금)/2])
※ 납입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상기산식은 1기 사업연도가 12개월일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1기의 사업연도가 6개월일
    경우 상기 산식을 준용하여 최근 1년간 분기별 연환산 자기자본수익율을 제시할 것
※ 수익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할 것

당해회사수익률 1.81 0.56 0.58 1.52

(단위 : %)

구 분 10 9 8 7



1. 개요

(단위 : 백만원)

개발사업명 소재지
개발규모

(㎡)
준공

예정일
공정률 총사업비

총
투자금액

제 4 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

Ⅰ.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 1. 총사업비는 당해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를 말함
    2. 총투자금액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말함
    3. 기투자금액이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이미 투자한 총금액을 말함

해당사항 없음

기
투자금액

비고



2. 당기에 추진중인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1) 부동산개발사업명(1)

해당사항 없음

2) 부동산개발사업명(2)

해당사항 없음

3) 장래 예정인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당기 제 10 기 기말 기준일 현재

전기 제 9 기 기말 기준일 현재

회사명: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 10 (당)기 기말 제 9 (전)기 기말

I. 자  산

 1. 유동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금융상품

  3) 매출채권

  4) 미청구공사

  5) 미수수익

  6) 분양미수금

  7) 기타미수금

  8) 선급금

  9) 선급비용

  10) 부가세대급금

  11) 선급법인세

  12) 단기대여금

  13) 유가증권

  14) 재고자산

   용지

   미성공사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기타

  15) 유동파생상품자산

  16) 유동보증금

  17)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18) 기타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1) 장기금융상품

  2) 장기매출채권

  3) 장기대여금

  4) 유가증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

   종속기업투자

   기타

  5) 유형자산

   토지

   손상차손누계액(유형자산-토지)

   기타(유형자산-토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건물)

   손상차손누계액(유형자산-건물)

   기타(유형자산-건물)

   건설중인자산

   기타(건설중인자산)

   기타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기타유형자산)

   손상차손누계액(유형자산-기타유형자산)

   기타(유형자산-기타유형자산)

  6) 투자부동산

   토지

   손상차손누계액(투자부동산-토지)

   기타(투자부동산-토지)

과 목
금  액 금  액

1,355,630,871 773,986,286

228,218,956

33,144

2021.06.30

2020.12.31

(단위: 원)

1,124,235,450 592,973,610

40,740

172,105,835

31,755

3,102,581

42,220

8,832,866

0 0

42,731,133,129 42,891,818,570

0 0

35,591,256,923

42,731,133,129 42,891,818,570

35,591,256,923

(937,772,037)

7,897,027,786

-839,059,191

7,897,027,786

889,053,317 862,332,042

0 0

(708,432,860) -619,738,990

제 5 부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Ⅰ. 재무상태표



   건물

   감가상각누계액(투자부동산-건물)

   손상차손누계액(투자부동산-건물)

   기타(투자부동산-건물)

   건설중인자산

   기타(건설중인자산)

   기타

  7)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회원권

   기타

  8) 비유동보증금

  9) 비유동파생상품자산

  10) 금융리스채권

  110)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Ⅱ. 부채

 1. 유동부채

  1) 매입채무

  2) 초과청구공사

  3) 분양선수금

  4) 기타선수금

  5) 선수수익

  6) 미지급금

  7) 미지급비용

  8) 예수금

  9) 부가세예수금

  10) 미지급법인세

  11) 미지급배당금

  12) 단기차입금

  13) 유동성장기차입금

  14) 유동사채

  15) 유동보증금

  16) 유동파생상품부채

  17) 유동충당부채

  18) 기타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1) 장기매입채무

  2) 장기미지급금

  3) 장기차입금

  4) 비유동사채

  5) 비유동보증금

  6) 비유동파생상품부채

  7) 순확정급여채무

  8) 비유동충당부채

  9) 기타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Ⅲ. 자 본

 1. 자본금

  1) 보통주자본금

  2) 종류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2) 기타

 3. 자본조정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기타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유가증권평가손익

  2) 파생상품평가손익

  3) 표시통화환산손익

  4) 재평가잉여금

  5) 기타

 5. 이익잉여금(결손금)

0 0

31,429,072,547 30,902,425,267

44,086,764,000 43,665,804,856

274,260,924

500,000,000

7,983,415

248,479,466

13,428,061

46,828,208 40,517,740

30,600,000,000 30,600,000,000

1,500,000,000 1,500,000,000

1,500,000,000 1,500,000,000

12,500,000,000 12,500,000,000

32,929,072,547 32,402,425,267

2,500,000,0002,500,000,000

0 0

10,000,000,00010,000,000,000

0 0

0 0

-1,236,620,411(1,342,308,547)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157,691,453 11,263,379,589

44,086,764,000 43,665,804,856



당기 제 # 기 기말 시작일 종료일

전기 제 9 기 기말 시작일 종료일

회사명: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 10 (당)기 제 9 (전)기

Ⅰ. 영업수익

  1) 분양수익

  2) 임대료수익

  3) 관리비수익

  4) 부동산평가수익

  5) 배당금수익

  6) 금융리스이자수익

  7) 기타영업수익

Ⅱ. 영업비용

  1) 분양원가

  2) 급여

  3) 상여

  4) 퇴직급여

  5) 복리후생비

  6) 자산관리수수료(AMC수수료)

  7) 부동산관리수수료(PM, FM 등)

  8) 자산보관수수료

  9) 일반사무위탁수수료

  10) 기타지급수수료

  1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2)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13) 무형자산감가상각비

  14) 세금과공과

  15) 광고선전비

  16) 보험료

  17) 임차료

  18) 교육훈련비

  19) 여비교통비

  20) 통신비

  21) 수선유지비

  22) 청소비

  23) 수도광열비

  24) 대손상각비

  25) 접대비

  26) 판매촉진비

  27) 이자비용

  28) 금융리스이자비용

  29) 기타영업비용

Ⅲ. 영업이익

Ⅳ. 영업외수익

  1) 이자수익

  2) 배당금수익

  3) 유가증권관련이익(처분이익 등)

  4) 파생상품관련이익(처분이익 등)

  5) 유형자산관련이익(처분이익 등)

  6) 투자부동산관련이익(처분이익 등)

  7) 외화환산이익

  8) 외환차익

  9) 충당부채환입

  10) 기타영업외수익

과 목

최근3개월

2021.01.01 2021.06.30

2020.07.01 2020.12.31
(단위: 원)

금  액 금  액

최근3개월 당기누적

451,999,998 928,999,998 451,838,710 926,338,708

전기누적

451,999,998 928,999,998 451,838,710 926,338,708

88,137,849 260,088,875 156,142,952 327,596,366

3,000,000 6,000,000 3,000,000 6,000,000

2,747,800 5,428,585 2,745,333 5,489,372

(35,080,025) 3,311,731 3,134,654 41,526,410

93,319,513 186,073,714 92,059,623 183,528,823

5,235,615 10,413,695 5,293,151 10,586,303

11,080,000 30,000,000 41,000,000

2,880,972 5,730,285 2,909,471 5,773,639

14,547,971 29,158,510 15,614,946 30,241,470

1,424,073 2,123,165 884,274 2,789,749

61,930 769,190 501,500 660,600

123,594 266,073 117,805 274,031

363,862,149 668,911,123 295,695,758 598,742,342

123,594 266,074 117,814 274,818

1 9 787

Ⅱ. 손익계산서



Ⅴ. 영업외비용

  1) 이자비용

  2) 유가증권관련손실(처분손실 등)

  3) 파생상품관련손실(처분손실 등)

  4) 유형자산관련손실(처분손실 등)

  5) 투자부동산관련손실(처분손실 등)

  6) 외화환산손실

  7) 외환차손

  8) 기부금

  9) 충당부채전입

  10) 기타영업외비용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Ⅶ. 법인세비용(수익)

Ⅷ. 당기순이익(손실)

Ⅸ. 기타포괄이익(손실)

  1) 확정급여채무 관련 기타포괄손익

  2) 유가증권 관련 기타포괄손익

  3) 기타의 기타포괄손익

Ⅹ. 총포괄이익(손실)

ⅩⅠ. 주당이익

279,881,091 556,686,569 282,183,607 564,367,219

279,881,091 556,686,568 282,183,606 564,367,218

1 1 1

84,104,652 112,490,628 13,629,965 34,649,941

84,104,652 112,490,628 13,629,965 34,649,941

84,104,652 112,490,628 13,629,965 34,649,941

34 45 5 14

0 0 0 0



당기 제 10 기 기말 시작일 종료일

전기 제 9 기 기말 시작일 종료일

회사명: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 10 (당)기 제 9 (전)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 당기순이익(손실)

  3.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4. 기타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 법정준비금

  2. 임의준비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4. 배당금

보통주현금배당금

종류주현금배당금

보통주주식배당금

종류주주식배당금

  5. 기타

Ⅳ. 결손금처리액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021.01.01 2021.06.30

2020.07.01 2020.12.31

(단위: 원)

과 목 처분예정일 2021.09.24 처분확정일 2021.03.26

금  액 금  액

(1,342,308,547) (1,236,620,411)

(1,454,799,175) (1,271,270,352)

112,490,628 34,649,941

(298,564,342) (218,178,764)

298,564,342 218,178,764

298,564,342 218,178,764

Ⅲ.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640,872,889) (1,454,799,175)



당기 제 10 기 기말 시작일 종료일

전기 제 9 기 기말 시작일 종료일

회사명: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 10 (당)기 제 9 (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기순이익(손실)

 2.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법인세비용

이자수익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유가증권관련손실(이익)

파생상품관련손실(이익)

유형자산관련손실(이익)

투자부동산관련손실(이익)

외화환산손실(이익)

금융리스이자비용

금융리스이자수익

기타

 3.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감소(증가)

재고자산의 변동

금융상품의 변동

매출채권의 변동

투자부동산의 변동

미청구공사의 변동

미수수익의 변동

분양미수금의 변동

기타미수금의 변동

선급금의 변동

선급비용의 변동

매입채무의 변동

초과청구공사의 변동

분양선수금의 변동

기타선수금의 변동

선수수익의 변동

미지급금의 변동

미지급비용의 변동

예수금의 변동

보증금의 변동

퇴직금의 지급

사외적립자산(퇴직보험예치금)의 변동

기타

 4. 배당금의 수취

 5. 이자의 지급

 6. 이자의 수취

 7. 법인세의 납부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

유형자산의 처분

투자부동산의 처분

기타

Ⅳ. 현금흐름표

0 0

(30,288,273) (13,965,436)

1,480 68,930

506,310,468 (70,292)

(544,646) 640,392

25,781,458 (30,544,730)

5,730,285 (5,692,803)

(56,113,121) (24,052,964)

(1,389) 219

481,164,535 (59,651,248)

186,073,714 183,528,823

112,490,628 34,649,941

186,073,714 183,528,823

(단위: 원)

과 목
금  액 금  액

779,728,877 158,527,516

2021.01.01 2021.06.30

2020.07.01 2020.12.31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

투자부동산의 취득

기타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주식의 발행

단기차입금의 차입

장기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기타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단기차입금의 상환

장기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배당금의 지급

기타

Ⅳ.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Ⅶ.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Ⅷ.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92,973,610 666,760,985

1,124,235,450 592,973,610

531,261,840 (73,787,375)

531,261,840 (73,787,375)

218,178,764 218,349,455

(218,178,764) (218,349,455)

(218,178,764) (218,349,455)

0 0

30,288,273 13,965,436

(30,288,273) (13,965,436)



당기 제 10 기 기말 시작일 종료일

전기 제 9 기 기말 시작일 종료일

회사명: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1,263,379,589

34,649,941

11,263,379,589

-218,349,455

Ⅴ. 자본변동표

구 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기타 비지배지분 총계

2021.01.01 2021.06.30

2020.07.01 2020.12.31

(단위: 원)

12,500,000,000 -1,236,620,411

-218,178,764

112,490,628

-218,178,764

-1,342,308,547 11,157,691,453

11,447,079,10312,500,000,000

당기순이익

-1,052,920,897

34,649,941

-218,349,455

2020년07월01일
(제9기 기초)

연차배당

2020년12월31일
(제9기 기말)

12,500,000,000 -1,236,620,411

2021년01월01일
(제10기 기초)

연차배당

당기순이익

2021년06월30일
(제10기 기말)

112,490,628

12,500,000,000



주석은 투자보고서 마지막에 별첨합니다.

Ⅵ.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



감사(검토)의견 :

기타사항(특기사항 포함)

감사(검토)의견 :

기타사항(특기사항 포함)

적정

Ⅶ. 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및 위반사항

- 내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적정



부당이득반환 및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사건번호, 2020가합573832)
1)원고: 주식회사 아워홈(임차인)
2)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임대인)
3)청구취지: 701,745,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및 2020.08.부터 임대료지급채
무부존재 확인 청구
4)재판부: 제27민사부(합의)(다) (동관11층 민사합의2과, 전화:02-530-1859)
5)소장 접수일: 2020.08.20
6)소장(부본) 도달일: 2020.10.05
7)당사 변호사 선임 및 답변서 제출 : 2020.11.03
   원고의 주장 전부 부인 및 상세 답변 연기 요청
8)피고 준비서면 제출 : 2020.12.03
9)1차 변론기일 : 2021.04.08
   원고 : 소장 요지 진술
   피고 : 2020.12.03자 준비서면 요지 진술
10)2차 변론기일 : 2021.05.06
   원고 : 준비서면 요지 진술
   피고 : 원고의 2021.05.04자 준비서면 요지에 반박함
11)2021.06.08 기일변경명령 : 2021.06.10으로 지정된 3차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
12)2021.06.08 석명준비명령
13)2021.06.22 피고 준비서면 제출
14)2021.06.22 원고 감정신청서 제출 : 감정목적물에 관하여 2020.03.16부터 장래의 차임
15)2021.07.05 원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대표자 변경
16)2021.07.09 원고 기일지정신청서
17)2021.07.09 원고 담당변호사 지정서 : 기존 "법무법인 우리"에서 "법무법인 광장"으로 변경
18)3차 변론기일 : 2021.08.26
   원고 : 준비서면 요지 진술
   피고 : 원고의 요지에 반박함.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청함
19)감정기일 : 2021.09.13
20)4차 변론기일 : 2021.10.07(예정)

제 6 부 중요한 소송등 진행 현황

Ⅰ.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제 7 부 특별관계자 등과의 거래 현황

Ⅰ.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 특별관계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
※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함
※ 특별관계자 등과의 거래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함



제 8 부 기타사항

Ⅰ.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