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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명

2) 설립일

3) 소재지

4) 사업목적

5) 자산 및 자본금 규모

6) 상장여부

7)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정관에 정한 경우)

2. 회사의 연혁

1) 당해 회사의 연혁

  가)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나) 상호의 변경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2)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가) 기업집단의 개요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다)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

3. 자본금 변동사항

1) 자본금 변동상황

2) 자본금 변동예정 등

3) 현물출자 현황

4.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총수

2) 발행한 주식의 내용

3) 자기주식 취득현황

4) 주식매수선택권

5. 의결권현황

6.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 등의 분배방침

2) 최근 5사업년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목     차 >

제 1 부 회사의 개황

Ⅰ.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개요



Ⅰ. 총자산의 구성현황

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총자산의 구성현황(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작성)

2) 총자산의 구성현황(설립시 납입된 주금, 신주발행을 통하여 모집한 자금 및 

   소유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 항목에서 제외하고 산정)

3) 설립시 납입된 주금 또는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4)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또는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 총자산의 구성현황(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작성)

2) 총자산의 구성현황(설립시 납입된 주금, 신주발행을 통하여 모집한 자금 및 

   소유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 항목에서 제외하고 산정)

3) 설립시 납입된 주금 또는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4)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또는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Ⅱ. 총자산의 변경내역

1. 부동산 거래내역

2.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거래내역

3. 유가증권 거래내역

4. 금융기관 예치내역

Ⅰ. 분기말 현재 부동산별 현황 · 가격 · 임대료 및 주요임차인의 현황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여 작성)

1. 소유 부동산별 개요

2. 소유 부동산별 가격현황

3. 소유 부동산별 임대현황

제 2 부 자산의 구성현황 및 변경내역

제 3 부 자산 유형별 현황



Ⅱ.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1. 개 요

2. 당해 분기에 추진중인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1) 부동산개발사업명(1)

2) 부동산개발사업명(2)

3) 장래 예정인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3. 분기말 현재 유가증권 소유현황

1) 유가증권 소유현황

2) 특정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투자된 금액(상기 유가증권 중 

   특정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Ⅰ. 총수입금액 및 수입구조

1. 투자자산별 수입금액

Ⅱ. 부문별 수입금액 명세

1. 부동산

1) 부동산 임대료수익

2) 부동산 매매손익

3) 기타 수익(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분양수익 포함)

2. 유가증권

1) 유가증권 매매손익

2) 유가증권 평가손익

3) 유가증권 이자 및 배당금

3. 기타의 수익

Ⅲ. 자기자본수익률

Ⅰ. 부동산 영업경비

Ⅱ. 업무위탁비용

제 5 부 부동산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제 4 부 총수입금액, 수입구조, 수익률



Ⅰ. 차입내역

Ⅱ. 차입처 등

Ⅰ. 주주현황

1. 최대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 현황

2. 주요주주(3%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3.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매 결산기 항목)

4. 주식사무

Ⅱ. 주가변동상황

Ⅰ. 재무제표 작성기준

Ⅱ. 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

Ⅲ.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Ⅳ. 재무상태표

Ⅴ. 손익계산서

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매연도말 1회 작성에 한한다. 다만, 중간배당을 할 경우에는

    중간배당기에도 작성한다.)

Ⅶ. 현금흐름표(매연도말 1회 작성에 한한다)

Ⅷ.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Ⅸ. 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Ⅰ.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Ⅱ.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Ⅲ.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Ⅳ. 제재현황

Ⅴ. 투자제한사항 준수여부

제 6 부 차입에 관한 사항

제 7 부 주주현황 및 주가변동 상황

제 8 부 재무제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제 9 부 기타사항



매분기말 현재 당해 분기동안의 현황만을 기재. 다만, 결산기가 속한 분기의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투자보고서 및 당해 연도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각각 작성

제 1 부 회사의 개황

Ⅰ. 회사 개황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케이브이지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아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①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의 개발
③ 부동산의 임대차
④ 증권의 매매
⑤ 금융기관에의 예치
⑥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⑦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취득·관리·처분

2) 설립일 2011.11.10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JW타워 5층

4) 사업목적



 

7)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정관에 정한 경우)

자 본 금 39,000,000,000

6) 상장여부 비상장  

당해 회사의 정관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와 동일하게 다음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사유를 정하고 있음.

- 존립기간의 만료
- 주주총회의 결의
- 합병
- 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국토교통부장관 영업인가의 취소

5) 자산 및 자본금 규모 (기준일자) 2017.12.31 (단위: 원)

총 자 산 82,581,492,605



2)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가) 기업집단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
 해당사항 없음.

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소유 부동산 매각 결정(주주총회 결의일: 2017.12.4) 및 매각 진행 중

2. 회사의 연혁

1) 당해 회사의 연혁

가)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 2011. 11. 09 발기인총회
- 2011. 11. 10 회사설립(자본금 5억원)
- 2011. 11. 17 업무위탁 계약 체결
               자산관리위탁계약체결(주식회사 하나에이아이엠에이엠씨)
               자산보관계약체결(주식회사 국민은행)
               일반사무수탁계약체결(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펀드서비스)
- 2011. 12. 22 국토해양부 영업인가
- 2011. 12. 28 신주발행(보통주 370만주, 우선주 400만주)
- 2011. 12. 28 부동산 취득 (서초동 JW타워)
- 2014. 09. 01 일반사무수탁회사 영업양수도로 인한 계약 이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펀드서비스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펀드서비스부)
- 2016. 06 .20 일반사무수탁회사 변경 계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펀드서비스부 → 삼정KPMG AAS㈜)

나)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해당사항 없음.



5,000 39,000,000,000 주주배정 4000.0%2011.12.28
유상
증자

우선주 4,000,000 5,000 

5,000 19,000,000,000 

3. 자본금 변동상항

1) 자본금 변동상황

(단위 : 원, 주)

일자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증(감)자 후

자본금
신주의

배정방법
증자비율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가액

주주배정 3700.0%

2011.11.10
설립

자본금
보통주 100,000 5,000 5,000 500,000,000 발기주주 0.0%

2011.12.28
유상
증자

보통주 3,700,000 5,000 

해당사항 없음.

3) 현물출자 현황

해당사항 없음.

2) 자본금 변동예정 등



[

[

원 ]

- - - - -합계 - - - -

미행사
주식수

행사기간 행사가격
최근주가

(공모가격)
행사

주식수
부여일 관계

부여
받은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구 분 종 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총액 비 고

(단위 : 원, 주)

기명식 우선주 4,000,000 20,000,000,000

합   계 7,800,000 39,000,000,000 

3) 자기주식 취득현황

기명식 보통주 3,800,000 19,000,000,000

4.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총수

2017.12.31 현재]

(단위:주)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총수 미발행주식의 총수

[주당액면가액 : 5,000 (단위 : 원, 주)

10,000,000 7,800,000 2,200,000

2) 발행한 주식의 내용

2017.12.31 현재]

(단위 : 원, 주)

취득일자 종 류 주식수량 취득가액 비 고

합   계 - - 

4)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제 11 기 주참석률: 100.00% 7,800,000

3.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 0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1-2+3] 7,800,000

※ 정기총회 참석주식수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제한

마. 기타 법률에 의한 제한

나. 증권거래법상의 제한

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제한

2.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가+나+다+라+마] 0

가. 상법상의 제한

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7,800,000 

나. 의결권 없는 주식

1. 의결권이 있는 주식 [가-나] 7,800,000

5. 의결권현황

(단위 : 주)

구 분 주 식 수 비 고



원]

제 11 기 제 10 기 제 9 기 제 8 기 제 7 기

* 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총 발행주식수

* 이익배당한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당기 감가상각비 + 전기이전 감가상각비 초과배당누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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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성향 : 배당금총액 /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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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환산배당율 : 배당수익율 x 365일 / (해당사업연도의 일수)

연환산배당율 10.72% 9.69% 8.99% 8.49% 6.39%

배당수익율 5.32% 4.88% 4.48% 4.28% 3.17%

배당성향 113.39 114.75 116.07 117.18 124.18

배당금총액 2,073,799,813 1,904,275,694 1,748,616,238 1,669,685,129 1,236,666,994

이익배당한도 2,073,799,813 1,904,275,694 1,748,616,238 1,669,685,129 1,236,666,994 

구   분

6.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 등의 분배방침

* 배당가능이익
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음.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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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료함. 단, 최초 회계연도는 당해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6월 30일 종료함. 배
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결산기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함. 배당금은 매 사업연도별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 다만, 위 주주총
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최근 5사업년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주당액면가액 : 5,000 (단위 : 원, %)

주당순이익 225 259 221 197 87 

당기순이익 1,828,981,123 1,659,465,534 1,506,467,058 1,424,874,969 995,895,197



제 2 부 자산의 구성현황 및 변경내역

Ⅰ. 총자산의 구성현황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 총자산의 구성현황(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작성)

(단위 : 백만원, %)

항    목
전분기 당분기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구조
조정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79,294 97.13 79,169 95.87

기타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95.87

95.87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개발사업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
(株金),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소유 부
동산의 매각대금

부동산개발사업

유가증권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기타 자산 326 0.40 273 0.33 0.33

금융기관 예치 2,017 2.47 3,140 3.80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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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산정

 3. 총자산(최저자본금준비기간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매각일부터 2년 이내의 회사
    설립시 납입된 주금, 신주발행을 통하여 모집한 자금 및 소유부동산의 매각대금도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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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4

100.00

부채 44,248 53.51 44,227 53.56 53.56

총 자산

자기자본 38,437 46.49 38,354 46.44



 2.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산정

 3. 총자산(최저자본금준비기간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매각일부터 2년 이내의 회사
    설립시 납입된 주금, 신주발행을 통하여 모집한 자금 및 소유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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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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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2.47 3,140 3.80

100.00

부채 44,248 53.51 44,227 53.56 53.56

금융기관 예치

326

총 자산

자기자본 38,437

3.80

46.49 38,354

부동산개발사업

0.33

46.44

0.40 273 0.33

46.44

2,017

기타 자산

95.87

95.87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79,169 95.87토지 및 그 정착물 79,294 97.13
구조
조정
부동
산

부동산개발사업

2) 총자산의 구성현황(설립시 납입된 주금, 신주발행을 통하여 모집한 자금 및 소유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는 부동산 항목에서 제외하고 산정)

(단위 : 백만원, %)

항    목
전분기 당분기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기타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개발사업

설립시 납입된 주금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총 자산

자기자본

기타 자산

부채

금융기관 예치

유가증권

구조
조정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개발사업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3) 설립시 납입된 주금 또는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항    목
전분기 당분기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 신주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기타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개발사업

신주발행으로조성한자금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총 자산

자기자본

기타 자산

부채

금융기관 예치

유가증권

구조
조정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개발사업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4)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또는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항    목
전분기 당분기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 매각의 경우 비고란에 취득한 금액, 보유기간 등 간략히 기재

합  계 2,017 3,140 

MMDA 국민은행 0 ~ 0.5% 2,017 3,140 

거래내역 없음.

4. 금융기관 예치내역

(단위 : %, 백만원)

예치 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전분기예치금 당분기예치금

3. 유가증권 거래내역

Ⅱ. 총자산의 변경내역

1. 부동산 거래내역

거래내역 없음.

2. 부동산관련 증권 거래내역

구분 부동산명

(단위 : 백만원)

비고

거래내역 없음.

위치 거래일자 매매가액 거래비용



※ 준공시 잔금지급예정으로 준공후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는 제외

제 3 부 자산 유형별 현황

Ⅰ. 기말 현재 부동산별 현황 · 가격 · 임대료 및 주요 임차인의 현황

    (지상권 ·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여 작성)

1. 소유 부동산별 개요

부동산명 위치
완공

(개축)일자
취득일자 담보 및 부채내역

2011.12.28
차입금 39,776,277,420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58,500,000,000원)
JW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1990.12.29



  81,996  2,878  79,118 57,742JW타워  57,742  20,894  3,360

2. 소유 부동산별 가격현황

(단위 : 백만원)

 2,878    - 57,742  20,894      -  3,360

취득가액

감가
상각

누계액
총액

평가손익

토지 토지 건물건물

처분 기말잔액

토지

    -  57,742  24,254    -

 24,254

장부가액
손상
차손

누계액건물건물 토지

합 계      -  79,118    -   81,996

토지 건물

취득후
자본적지출

부동산명



6 172,028

3. 소유 부동산별 임대현황

연간총임대료
임대율

(임대면적/임대
가능면적, %)

임대면적
(㎡)

 임대가능
면적
(㎡)

(단위 : 원)

임대면적단위(㎡)
당

연 임대료

임대차
계약수

부동산명

JW타워 29,784.83 29,784.83 100.00% 5,123,819,280

* 연간총임대료 = 분기말기준 월임대료 x 12(개월)

172,028 합계 29,784.83 29,784.83 100.00% 5,123,819,280 6 



(단위 : 백만원)

Ⅱ.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1. 개요

기투자
금액

비고
준공

예정일
총사업비

총투자
금액

 - -  - -

공정률
개발

사업명
소재지

개발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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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당해 분기에 추진중인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분기말 현재 유가증권 소유 현황

해당사항 없음.



~ )

유가증권

매매손익 - 

평가손익 - 

제 4 부 총수입금액, 수입구조, 수익률

Ⅰ. 총수입금액 및 수입구조

1. 투자자산별 수입금액

임대료 1,159 56.32%

구   분 금액(백만원) 비율(%) 비 고

부동산 - 

895 43.49%기타 수익

이자,배당금 등 - 

매매손익

 

2,058 100.00%

기타 수익

총 수 익

(기간 : 2017.10.01 2017.12.31

4 0.19%



Ⅱ. 부문별 수입금액 명세

1. 부동산

비 고비율(%)임대료(백만원)부동산명

1) 부동산 임대료수익

JW타워

100.00%1,159임대료 수익 계

1,159 100.00%



장부
가액

2) 부동산 매매손익

비고

(단위 : 백만원)

부동산명
매매
손익

비율
(%)

매매
가액

취득
가액

매매손익 계 - - - - - 

상각
누계액

- 

평가
손익

- 



3) 기타 수익(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분양수익 포함)

부동산명 수익내용(백만원) 비율(%) 비 고

100.00%

 ※ 당해분기 기타수익 상세내역은 관리수익 785백만원, 주차수익 59백만원, 기타영업수익 51백만
    원으로 총 895백만원임.

기타수익 계 895 100.00%

(*)JW타워 895



해당사항 없음.

2. 유가증권



이자수익 등 4 100.00%

3. 기타의 수익

구 분 금액(백만원) 비율(%) 비 고

기타수익 계 4 100.00%



제 12 기 2 분 기 제 12 기 1 분 기 제 11 기 2 분 기 제 11 기 1 분 기

Ⅲ. 자기자본수익률

(단위 : %)

구 분

※ 수익률은 회계적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로서 연단위로 환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1사분기수익률={1+(당분기순이익/[(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말납입자본금)/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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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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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분기수익률=(당기순이익/[(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말납입자본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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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평균수익률은 이용가능한 동일한 분기의 부동산투자회사의 평균 수익률로 비교 표시
※ 상기 표와 더불어 그래프나 도표로 표시 가능함

당해회사수익률(A) 10.47 10.95 9.60 10.40

산업평균수익률(B)

초과수익률 10.47 10.95 9.60 10.40

← 



~ )

(단위 : 원)

제 5 부 부동산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기간 : 2017.10.01 2017.12.31

Ⅰ. 부동산 영업경비

급여 1,500,000 1,500,000

구  분 합  계 JW타워

부동산관리수수료
(PM, FM 등)

230,851,780 230,851,780

자산관리수수료
(AMC수수료)

102,389,196 102,389,196

일반사무
위탁수수료

5,574,250 5,574,250

자산보관수수료 4,176,300 4,176,300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30,008,462 130,008,462

기타지급수수료 9,172,382 9,172,382

보험료 3,010,949 3,010,949

세금과공과 79,357,783 79,357,783

수도광열비 89,728,635 89,728,635

수선유지비 90,918,086 90,918,086

기타영업비용 308,480 308,480

합  계 746,996,303 746,996,303



※ 위탁보수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탁보수율, 보수산정방법, 보수지급시기, 보수지급방법 등을 기재.
   성과보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성과보수 지급시기, 성과보수율, 성과보수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Ⅱ. 업무위탁비용

구 분 지급기관
대상물건, 지급비율, 계산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금액

(단위 : 원)

자산관리
수수료

하나에이아이엠
투자운용㈜

<기본운용수수료>
총 부동산 가액의 연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등분하
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

<매입수수료>
금 9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748,000,000원은 매매완결일로 부터 7일 이내
- 210,000,000원은 6등분 하여 매매완결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지급

<매각기본수수료>
매각금액 * 1.0%, 매각이 속한 결산기에 감사인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
일 이내

<매각성과수수료>
전체초과이익금액의 20%를 합산한 금액, 매각이 속한
결산기에 감사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102,389,196

자산보관
수수료

㈜국민은행
총 자산가액의 연 0.02%
매 분기 별로 해당분기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

4,176,300

사무수탁
수수료

삼정KPMG AAS㈜
총 자산가액의 연 0.027%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5,574,250

- 112,139,746합 계



제 6 부 차입에 관한 사항

Ⅰ.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 증가 상환 기말 비고

부동산관련 부채 인수 39,776 - - 39,776 

운영자금의 차입액

주식의 매수청구 또는 환매
청구 등에 의한 차입액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수융액



39,776 

39,776삼성생명보험㈜ 2016.03.10 39,776 3.45% 만기일시상환

합 계 39,776 

Ⅱ. 차입처 등

(단위 : 백만원)

차입처 차입일 차입금 이자율 상환조건 기말잔액



【 】

(48.72%)

3,800,000

계

㈜제이더블유
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3,800,000

3,800,000 

(48.72%)

- 

(48.72%) (0.00%) (0.00%) (48.72%)

3,800,000 - 

현재2017.12.31

지분율 계

제 7 부 주주현황 및 주가변동상황

성명 변동원인

1. 최대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현황

Ⅰ. 주주현황

소유주식수(지분율)

관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의
종류



【 】

우선주 2,000,000 25.64%

51.28%합   계

25.64%1
새마을금고

중앙회
우선주 2,000,000

4,000,000

2
과학기술인

공제회

2. 주요주주(3%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순위 성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현재2017.12.31



【 】

소액주주

 - 개인

삼정KPMG AAS㈜명의개서대리인

주권의 종류

4. 주식사무

결산일
매년  6월 30일
매년 12월 31일

정기 주주총회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

보통주, 우선주 공고게재신문
매일경제신문. 단 2개 이상
신문 공고가 필요한 경우
머니투데이를 추가함.

소액주주
 

 - 법인

합 계 3 100.00% 7,800,000 100.00%

주요주주 2 66.67% 4,000,000 51.28%

3.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구분
주주수
(명)

비율 주식수 비율 비고

현재2017.12.31

최대주주 1 33.33% 3,800,000 48.72%



비상장으로 해당사항 없음.

Ⅱ. 주가변동상황



Ⅰ. 재무제표 작성기준

Ⅱ. 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

Ⅲ.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 재무상태표의 과목별 구성 세부과목

 1) 유 동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미청구공사, 미수수익, 분양미수금, 기타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선급법인세, 단기대여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유동보증금,
                 유동파생상품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기타유동자산 등

 2) 비유동자산 : 장기금융상품, 장기매출채권, 장기대여금, 유가증권,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비유동보증금,
                 비유동파생상품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등

 3)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초과청구공사, 분양선수금, 기타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부가예수금,
                 예수금, 미지급법인세,미지급배당금,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사채, 유동보증금,
                 유동파생상품부채, 유동충당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4) 비유동부채 : 장기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 장기차입금, 비유동사채, 비유동보증금, 비유동파생상품부채,
                 순확정급여부채, 비유동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5) 자      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결손금) 등

2. 손익계산서의 과목별 구성 세부과목

 1) 영 업 수 익: 분양수익, 임대료수익, 관리비수익, 부동산평가수익, 배당금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2) 영 업 비 용: 분양원가,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자산관리수수료, 부동산관리수수료, 자산보관수수료,
                 일반사무위탁수수료, 기타지급수수료, 유형자산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보험료, 통신비,
                 무형자산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임차료,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청소비,
                 수도광열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이자비용, 기타영업비용 등

 3)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관련이익, 파생상품관련이익, 유형자산관련이익, 외환차익,
                 외환환산이익, 투자부동산관련이익, 충당부채환입, 기타영업외수익 등

 4)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유가증권관련손실, 파생상품관련손실, 유형자산관련손실, 투자부동산관련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충당부채전입, 기타영업외비용 등

 5) 기타포괄이익(손실) : 확정급여채무 관련 기타포괄손익, 유가증권 관련 기타포괄손익, 기타의 기타포괄손익 등

제 8 부  재무제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당기 제 12 기 2 분기 기준일 현재

전기 제 11 기 기말 기준일 현재

회사명: ㈜케이브이지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 12 (당)기 2 분기 제 11 (전)기  기말

I. 자  산

 1. 유동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매출채권

  3) 미수수익

  4) 기타미수금

  5) 선급비용

  6) 선급법인세

 2. 비유동자산

  1) 장기금융상품

  2) 유형자산

   토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건물)

   기타(건설중인자산)

   기타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기타유형자산)

  3)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Ⅱ. 부채

 1. 유동부채

  1) 기타선수금

  2) 미지급금

  3) 미지급비용

  4) 예수금

  5) 부가세예수금

  6) 유동보증금

 2.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비유동보증금

         부  채  총  계

Ⅲ. 자 본

 1. 자본금

  1) 보통주자본금

  2) 종류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결손금)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2,581,492,605 82,772,785,507

(645,647,965) (563,242,004)

38,354,352,035 38,436,757,996

20,000,000,000 20,000,000,000

39,000,000,000 39,000,000,000

19,000,000,000 19,000,000,000

44,227,140,570 44,336,027,511

39,776,277,420 39,776,277,420

3,847,693,670 3,354,105,130

253,569,000 747,157,540

43,623,971,090 43,130,382,550

82,500 0

152,905,332 133,685,657

32,010,000 102,574,000

153,966,270 209,918,790

603,169,480 1,205,644,961

10,636,378 12,308,974

82,581,492,605 82,772,785,507

(17,016,814) (4,000,000)

7,592,267 11,119,988

0 59,600,000

178,103,000 75,000,000

24,254,845,610 24,254,845,610

(2,877,851,977) (2,633,041,817)

79,279,695,716 79,494,019,690

57,741,615,897 57,741,615,897

80,031,987,001 80,248,897,207

744,699,018 743,757,529

136,449,717 28,001,220

1,736,500 1,779,940

1,440,589 1,237,408

149,999 260,000

14,368,080 13,012,655

2,549,505,604 2,523,888,300

Ⅳ. 재 무 상 태 표

(단위: 원)

과 목
금  액 금  액

2,395,360,719 2,479,597,077

2017.12.31

2017.06.30



당기 제 12 기 2 분기 시작일 종료일

전기 제 11 기 2 분기 시작일 종료일

회사명: ㈜케이브이지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 12 (당)기 제 11 (전)기

Ⅰ. 영업수익

  1) 임대료수익

  2) 관리비수익

Ⅱ. 영업비용

  1) 급여

  2) 자산관리수수료(AMC수수료)

  3) 부동산관리수수료(PM, FM 등)

  4) 자산보관수수료

  5) 일반사무위탁수수료

  6) 기타지급수수료

  7) 유형자산감가상각비

  8) 세금과공과

  9) 보험료

  10) 수선유지비

  11) 수도광열비

  12) 기타영업비용

Ⅲ. 영업이익

Ⅳ. 영업외수익

  1) 이자수익

  2) 기타영업외수익

Ⅴ. 영업외비용

  1) 이자비용

  2) 기타영업외비용

Ⅶ. 법인세비용(수익)

Ⅷ. 당기순이익(손실)

Ⅸ. 기타포괄이익(손실)

Ⅹ. 총포괄이익(손실)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965,046,694 1,991,393,852 852,117,442 1,828,981,123 

965,046,694 1,991,393,852 852,117,442 1,828,981,123 

0 0 6 64,037 

965,046,694 1,991,393,852 852,117,442 1,828,981,123 

345,890,149 691,780,299 342,130,479 680,565,308 

345,890,149 691,780,299 342,130,473 680,501,271 

4,202,182 11,480,314 4,762,150 12,528,104 

38,912 834,476 5 103,239 

1,306,695,749 2,670,859,361 1,189,485,766 2,496,915,088 

4,241,094 12,314,790 4,762,155 12,631,343 

89,728,635 222,949,838 84,415,881 205,495,958 

308,480 1,170,990 447,825 1,047,445 

3,010,949 6,025,053 2,981,343 5,929,924 

90,918,086 121,964,509 168,720,694 193,397,486 

130,008,462 257,826,974 124,074,590 244,818,690 

79,357,783 139,566,686 59,045,210 117,108,929 

5,574,250 11,084,747 5,587,163 11,051,394 

9,172,382 18,954,412 8,497,876 17,329,117 

4,176,300 8,258,149 4,209,608 8,277,278 

1,500,000 3,000,000 1,500,000 3,000,000 

102,389,196 204,778,392 102,389,196 204,778,392 

746,996,303 1,473,456,838 833,496,691 1,563,747,710 

1,158,534,885 2,354,866,245 1,144,172,858 2,310,392,888 

230,851,780 477,877,088 271,627,305 551,513,097 

Ⅴ. 손 익 계 산 서

2017.07.01 2017.12.31

2017.01.01 2017.06.30

(단위: 원)

895,157,167 1,789,449,954 878,809,599 1,750,269,910 

2,053,692,052 4,144,316,199 2,022,982,457 4,060,662,798 

과 목 금  액 금  액

최근3개월 당기누적 최근3개월 전기누적



Ⅵ.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결산기 작성대상으로 분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Ⅶ. 현 금 흐 름 표

현금흐름표는 결산기 작성대상으로 분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석은 투자보고서 마지막에 별첨합니다.

Ⅷ.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감사(검토)의견 :

기타사항(특기사항 포함)

 2. 내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감사(검토)의견 :

기타사항(특기사항 포함)

Ⅸ. 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해당사항 없음

적정



Ⅰ.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2017.11.14 임원 변경 보고 대표이사 중임

제 9 부 기타사항

일자 항목 내용

2017.11.14 투자보고서 제12기 1분기 투자보고서



소송진행사항 없음.

1. 주요주주
  ㈜JW홀딩스 (소유주식수: 3,800,000주, 지분율: 48.72%)

2. 주요주주와의 거래내역: 임대차계약 체결

- 체결일자: <계약1>2011년 12월 27일
            <계약2>2015년  6월 17일 (8층 추가 임대)
- 임 대 인: ㈜케이브이지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임 차 인: ㈜JW홀딩스
- 기    간: <계약1>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계약2>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7년간 (8층)
- 체결조건: 주변 임대시세를 감안하여 10% 이상 높거나 낮지 않게 체결

         구분           지상8층  /  지상9~14층 /  지상1층  /  지하1,2층
   월임대료(원/3.3㎡)   57,950       57,950        63,750      28,970
   월관리비(원/3.3㎡)   32,440       32,440        32,440      26,650

제재현황 없음.

Ⅱ.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Ⅲ.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Ⅳ. 제재현황



8.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을 법에
   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구성

준수

9. 법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투자,운용 불가 준수

준수

5.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초과불가

준수

7. 주주1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불가

준수

Ⅴ. 투자제한사항 준수여부

6. 회사의 임원 및 그 특별관계자 또는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자산의 투자/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
   는 행위 불가

준수

투자제한사항의 내용 준수여부

1. 총자산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단,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은 부동산으로 구성)

준수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투자 불가 준수

10. 법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 발행불가 준수

3.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불가 준수

4.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와 부동산
   이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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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케이브이지제 2 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

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1 년 11 월 10 일 설립되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임대차,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

에 따라, 당분기 말 현재 회사가 투자ㆍ운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에 소재

하고 있는 JW 타워 및 관련 토지입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현재 회사가 투자ㆍ운용하고 있는 JW 타워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500 백

만원이나, 제 1 기 중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39,000 백만원 입니다. 당분기말 현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주주 
보통주 우선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JW 홀딩스 3,800,000 100 - - 

새마을금고중앙회 - - 2,000,000 50 

(사)과학기술인공제회 - - 2,000,000 50 

합계 3,800,000 100 4,000,000 100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설립등기일로부터 15 년이며,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 개시하여 6 월 30 일에 종료

하고, 7 월 1 일 개시하여 12 월 31 일에 종료합니다. 다만,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6월 30 일까지 입니다.  

 

2. 유의적 회계정책 

 

(1) 현금및현금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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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 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수익인식  

수익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

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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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관

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있

습니다. 한편,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종자산

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

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

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50 년 

기계장치 5 년 

공구기구비품 5 년 

기타의유형자산 비한정 

 

(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이며 전기이전의 기간

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에 인식하는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이 포함됩니다. 자산·부채의 장부금

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미래에 부

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과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을 각각 이연법인세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인세법 제 51 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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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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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정의 사용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매출채권,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7) 이익준비금적립의무 배제 및 초과배당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8 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익처분 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법 제

458 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법 제 28 조 제 3 항에 의하여 상법 제 462 조

가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이 가능합니다. 

 

3.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분기말 사용제한내용 

장기금융상품 744,699 744,228 (주 1) 

(주 1) 삼성생명보험㈜의 차입금 관련하여 근질권 설정한 국민은행 계좌입니다. 

 

 

4. 유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분기 

(단위 : 천원) 

과 목 분기초장부금액 취득(자본적) 대체 감가상각비 분기말장부금액 

토지 57,741,616 - - - 57,741,616 

건물 21,499,399 - - (122,405) 21,376,994 

기계장치 53,000 - - (3,000) 50,000 

공구기구비품 69,990 7,300 20,900 (4,604) 93,586 

기타의유형자산    17,500  - - -    17,500 

건설중인자산 20,900 - (20,900) - - 

합 계 79,402,405 7,300 - (130,009) 79,27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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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분기 

(단위 : 천원) 

과 목 분기초장부금액 취득(자본적) 대체 감가상각비 분기말장부금액 

토지 57,741,616 - - - 57,741,616 

건물 21,621,804 - - (122,405) 21,499,399 

기계장치 56,000 - - (3,000) 53,000 

공구기구비품 - 12,803 59,600 (2,413) 69,990 

기타의유형자산   15,000  2,500 - -    17,500 

건설중인자산 59,600 20,900 (59,600) - 20,900 

합 계 79,494,020 36,203 - (127,818) 79,402,405 

 

 

5.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소 재 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4,588.6 57,741,616 49,143,906 

 

 

6. 보험가입자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보험가입자산 장부금액 부보금액 보험회사명 

기업재산종합보험  
건물 등 21,520,580 

64,147,551 
DB 손해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300,000 

 

 

7. 담보제공자산 등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담보제공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 내용 관련차입금 

제공자산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종 류 금 액 담보권자 

토지,건물 79,118,610 58,500,000 장기차입금 39,776,277 삼성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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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차입금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차입용도 당분기말 전분기말 연 이자율 상환방법 만기일 

삼성생명 

보험주식회사 

부동산매매계약 

인수자금 
39,776,277 39,776,277 

3.45%  
만기 

일시상환 
2019.03.10 

장기차입금 39,776,277 39,776,277 

 

 9. 금융부채의 유동성 위험관리 방법 및 종류별 만기 분석 

 

(1) 유동성위험 관리 방법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

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당분기말 전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6개월 이내 6-12 개월 1-5 년 

미지급금 32,010 32,010 - - 

미지급비용 153,966 153,966 - - 

장기차입금 39,776,277 - - 39,776,277 

임대보증금 4,101,263 - 253,569 3,847,694 

합 계 44,063,516 185,976 253,569 43,623,971 

 

2) 전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6개월 이내 6-12 개월 1-5 년 

미지급금 32,014 32,014 - - 

미지급비용 170,717 170,717 - - 

장기차입금 39,776,277 - - 39,776,277 

임대보증금 4,101,263 - 1,000,727 3,100,536 

합 계 44,080,271 202,731 1,000,727 42,87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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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본금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역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 주 

1 주당 액면금액 5,000 원 

발행한 주식의 수  

  보통주 3,800,000 주 

  우선주 4,000,000 주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는 기명식 우선주입니다. 이익배당에 있어 누적

적, 참가적 우선주로 액면가액의 연 6.7%의 비율(단, 제 11 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매년 0.25%씩 증가된 비율)

에 의한 금액을 우선배당 받으며, 보통주식에 대해 동일 비율 배당 후 잔여액에 대해 보통주와 우선주는 균

등배당의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시 우선주에 대한 신주배정은 해당 우선주와 동

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됩니다. 

 

11. 법인세비용 

당분기 중 회사에 적용될 법인세 법정세율(주민세 포함)은 과세표준 2 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11%, 그 초과분

에 대하여는 22%입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 51 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 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당분기 인식 해야 할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유효법인세율을 산정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법인세부담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

습니다. 

 

12. 특수관계자 

(1) 당사의 최대주주는 JW 홀딩스(주)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 25 장 2 절 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입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과목 당분기 전분기 

JW 홀딩스(주) 

임대료수익 811,092 811,092 

관리비수익 등 598,704 59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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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분기말과 전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과목 당분기말 전분기말 

JW 홀딩스(주) 

매출채권 13,846 13,370 

미수금 95 41 

임대보증금 2,704,317 2,704,317 

선수금 7,909 8,046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단기급여 1,500 천원으로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주요 약정사항 

 

(1) 자산관리위탁계약 

당사는 하나에이아이엠투자운용 주식회사와 부동산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에 관한 업무, 부동산 임대차

에 관한 업무, 증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등의 투자운용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기본운용수수료

의 항목으로 총 부동산가액의 연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12 등분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관련한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한 수수료는 기본운용수수료 외에 매입수수료와 

매각기본수수료 및 매각성과수수료가 있으며, 이는 부동산의 취득, 매각 시 발생합니다.  

 

(2) 자산보관계약 

당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부동산의 보관,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 현금의 보관 및 관리, 해산(청산)관

련 업무에 대하여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 분기말 기준 총자산가액에 대하여 연 0.0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지급하며, 관련한 비용을 

수수료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일반사무수탁계약 

당사는 삼정 KPMG AAS㈜와 발행주식의 명의개서, 주식의 발행, 사무운영 등의 업무에 대한 일반사무수탁계약

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 분기말 기준 총자산가액에 대하여 연 0.02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종료 후 

30 일 이내 지급하며, 관련한 비용을 수수료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관리위탁계약 

당사는 세빌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과 기타계약의 준수 및 관리, 임대료와 기타 수입의 관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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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청소관리, 경비관리 및 주차관리 업무에 대한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관련한 수수료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