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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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방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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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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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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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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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처분
⑦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 및 처분

2) 설립일 2016.03.07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JW타워 5층

4)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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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자산 및 자본금 규모 (기준일자) 2017.06.30 (단위: 원)

총 자 산 44,870,441,650

7)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정관에 정한 경우)

자 본 금 12,500,000,000

6) 상장여부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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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1) 당해 회사의 연혁

가)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2016.03.07 발기인총회
  -2016.03.07 회사설립(자본금 5억원)
  -2016.03.15 업무위탁 계약 체결
              자산관리위탁계약체결(하나에이아이엠투자운용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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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벤트리 종로 호텔)

나)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해당사항 없음.

2)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가) 기업집단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
 해당사항 없음.



25.0%

유상
증자

보통주 400,000 5,000 

500,000 5,000 5,000 12,500,000,000 주주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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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가
액

주당
발행가

액

주주배정

2) 자본금 변동예정 등

해당사항 없음.

3) 현물출자 현황

해당사항 없음.

5,000 

8,000,000,000 
유상
증자

10,000,000,000 주주배정 25.0%

2016.10.07
유상
증자

종류주

1500.0%2016.10.04

2016.10.07

5,000 500,000,000 - -2016.03.07
설립

자본금
보통주 100,000 5,000 

종류주 1,500,000 5,000 5,000 



[

[

원 ]

2,500,000,000

보통주 500,000 2,500,000,000

(단위 : 원, 주)

합   계 - -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수

미행사
주식수

행사기간 행사가격
최근주가

(공모가격)

취득가액 비 고

2017.06.30 현재]

(단위:주)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총수 미발행주식의 총수

[주당액면가액 : 5,000 (단위 : 원, 주)

2,500,000 2,500,000 0

2) 발행한 주식의 내용

2017.06.30 현재]

기명식

제2종종류주식 500,000

4.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총수

구 분 종 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총액 비 고

(단위 : 원, 주)

기명식 제1종종류주식 1,500,000 7,500,000,000

합   계 2,500,000 12,500,000,000 

3) 자기주식 취득현황

기명식

관계
부여
받은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취득일자 종 류 주식수량

- - - - -합계 - - - - 

부여일



[ ]

[ ]

[ ]

[ ]

제 1 기 주

* 제2종 종류주식 500,000주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 중 보유자산 매각을 승인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 없음.

1. 의결권이 있는 주식 [가-나] 2,500,000

5. 의결권현황

(단위 : 주)

구 분 주 식 수 비 고

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500,000 

나. 의결권 없는 주식

2.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가+나+다+라+마] 0         (*)

가. 상법상의 제한

나. 증권거래법상의 제한

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제한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제한

마. 기타 법률에 의한 제한

참석률: 100.00% 2,500,000

3.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1-2+3] 2,500,000

※ 정기총회 참석주식수



원 ]

제 1 기 제 - 기 제 - 기 제 - 기 제 - 기구   분

6.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 등의 분배방침

* 배당가능이익
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음. 이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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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일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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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함. 배당금은 매 사
업연도별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
어야 함. 다만, 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최근 5사업년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주당액면가액 : 5,000 (단위 : 원, %)

주당순이익 16.27 

당기순이익 40,682,524 

배당금총액 101,796,374 

이익배당한도 101,796,374 - - - - 

배당수익율 1.57% - - - -

배당성향 250.2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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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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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5

100.00

부채 32,435 72.32 32,417 72.25 72.25

총 자산

자기자본 12,416 27.68 12,453 27.75

기타 자산 633 1.41 605 1.35 1.35

금융기관 예치 829 1.85 839 1.87 1.87

유가증권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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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사업

96.78

96.78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개발사업

구조
조정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43,390 96.74 43,427 96.78

기타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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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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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8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43,427 96.78토지 및 그 정착물 43,390 96.74

구조
조정
부동
산

부동산개발사업

96.78

1.87

27.68 12,453

부동산개발사업

1.35

27.75

1.41 604 1.35

27.75

829

기타 자산 633

총 자산

자기자본 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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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1.85 839 1.87

100.00

부채 32,435 72.32 32,417 72.25 72.25

금융기관 예치

2.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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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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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항    목
전분기 당분기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구조
조정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500

부동산개발사업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100.00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100.00100.00 100.00500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

총 자산

자기자본 500 100.00

기타 자산

부채

기타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개발사업

설립시 납입된 주금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500 100.00 100.00

100.00



※ 신주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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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항    목
전분기 당분기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구조
조정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12,000

부동산개발사업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100.00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100.00100.00 100.0012,000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

총 자산

자기자본 12,000 100.00

기타 자산

부채

기타
부동
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개발사업

신주발행으로조성한자금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
산 사용에 관한 권리

12,000 100.00 100.00

100.00



※ 매각의 경우 비고란에 취득한 금액, 보유기간 등 간략히 기재

839.007 

Ⅱ. 총자산의 변경내역

1. 부동산 거래내역

거래내역 없음.

2. 부동산관련 증권 거래내역

구분 부동산명

(단위 : 백만원)

비고위치 거래일자 매매가액 거래비용

"거래내역 없음"

MMDA 국민은행 변동금리 828.000 839.000 

보통예금 국민은행 0.007 변동금리 0.007 

합  계 828.007 

3. 유가증권 거래내역

거래내역 없음.

4. 금융기관 예치내역

(단위 : %, 백만원)

예치 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전기예치금 당기예치금



※ 준공시 잔금지급예정으로 준공후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는 제외

2016.10.07

차입금 30,600,000,000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36,720,000,000원)
임대보증금 1,500,000,000원

(전세권설정)

아벤트리
종로호텔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6

197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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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가액

손상

차손

누계액건물건물 토지

합 계 -      43,427  -    43,575 

토지 건물

취득후

자본적지출

부동산명

처분 기말잔액

토지

-    35,591 7,984  -    

7,984  

2. 소유 부동산별 가격현황

(단위 : 백만원)

148    -    35,591 7,897  -    87   

취득가액

감가

상각

누계액

총액

평가손익

토지 토지 건물건물

아벤트리

종로호텔
35,591 7,897  87   43,575 148    43,427  35,591 



※ 연간총임대료 = 분기말기준 월임대료 x 12(개월)

296,876 합계 6,130.50 6,130.50 - 1,820,000,000 1 

1 296,876

3. 소유 부동산별 임대현황

연간총임대료

임대율
(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
%)

임대면적
(㎡)

 임대가능
면적
(㎡)

(단위 : 원)

임대면적단위
(㎡)당

연 임대료

임대차
계약수

부동산명

아벤트리
종로호텔

6,130.50 6,130.50 100.00% 1,8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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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소재지 개발규모

(단위 : 백만원)

Ⅱ.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1. 개요

기투자금액 비고
준공

예정일
총사업비 총투자금액

- -- --

공정률
개발

사업명



2. 당해 분기에 추진중인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분기말 현재 유가증권 소유 현황

해당사항 없음.



~ )(기간 : 2017.04.01 2017.06.30

0.5 0.12%

 

443.0 100.00%

기타 수익

총 수 익

기타 수익

이자,배당금 등

매매손익

제 4 부 총수입금액, 수입구조, 수익률

Ⅰ. 총수입금액 및 수입구조

1. 투자자산별 수입금액

임대료 442.5 99.88%

구   분 금액(백만원) 비율(%) 비 고

부동산

유가증권

매매손익

평가손익



100.00%442.5임대료 수익 계

(*)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른 임대료 조정액임.

아벤트리
종로호텔

442.5 100.00%
임대료(4월~6월): 463.3

임대료조정(1월~5월):(20.8)(*)

Ⅱ. 부문별 수입금액 명세

1. 부동산

비 고비율(%)임대료(백만원)부동산명

1) 부동산 임대료수익



- 

상각
누계액

- 

평가
손익

- 매매손익 계 - - - - 

장부
가액

2) 부동산 매매손익

비고

(단위 : 백만원)

부동산명
매매
손익

비율
(%)

매매
가액

취득
가액



기타수익 계 - -                -

3) 기타 수익(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분양수익 포함)

부동산명 수익내용(백만원) 비율(%) 비 고



2. 유가증권

해당사항 없음.



기타수익 계 0.5 100.00%

이자수익 0.5 100.00%

3. 기타의 수익

구 분 금액(백만원) 비율(%) 비 고



제 2 기 2 분 기 제 2 기 1 분 기 제 1 기 3 분 기 제 1 기 2 분 기

1.26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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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이 그래프나 도표로 표시 가능함

당해회사수익률(A) 1.22 1.26 0.84

산업평균수익률(B)

초과수익률 1.22



~ )

합  계 126,096,698 126,096,698

수선유지비 2,753,636 2,753,636

기타영업비용 247,633 247,633

세금과공과 13,607,736 13,607,736

보험료 3,029,490 3,029,490

일반사무
위탁수수료

3,915,348 3,915,348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74,260,871 74,260,871

자산관리수수료
(AMC수수료)

20,985,307 20,985,307

자산보관수수료 2,796,677 2,796,677

구  분 합  계
아벤트리
종로호텔

급여 4,500,000 4,500,000

(단위 : 원)

제 5 부 부동산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기간 : 2017.04.01 2017.06.30

Ⅰ. 부동산 영업경비



자산관리
수수료

하나에이아이
엠투자운용㈜

 

* 매입수수료 : 금 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본운용수수료 : 총 부동산 가액의 연 0.35%

* 매각기본수수료 : 매각금액 * 1.0%

* 매각성과수수료 : 매각차익의 15%

* 매입수수료
: 매매 완결일로부터 7일
이내

* 기본운용수수료
: 총 부동산 가액의 연
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

* 매각수수료
: 매각이 속한 결산기에
감사인이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자산보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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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무
관리수수료

삼정케이피엠
지에이에이에

스㈜
총 자산의 연간 0.035%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합 계

※ 위탁보수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탁
   보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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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매수청구 또는 환매
청구 등에 의한 차입액

- - - -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수융액

- - - - 

운영자금의 차입액 - - - - 

제 6 부 차입에 관한 사항

Ⅰ.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 증가 상환 기말 비고

부동산관련 부채 인수 30,600 - - 30,600 



만기일시상환 6,000

Ⅱ. 차입처 등

(단위 : 백만원)

차입처 차입일 차입금 이자율 상환조건 기말잔액

30,600 - -

24,600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2016.10.07 24,600 3.10% 만기일시상환

합 계 30,600

농협은행 2016.10.07 6,000 6.00%



【 】현재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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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 (0.00%) (0.00%) (60.00%)

1,500,000 0

1,500,000

1,500,000

(0.00%) (60.00%)

0

0

0

(60.00%) (0.00%)

1,500,000

계

엠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5호

최대주주
제1종

종류주식



【 】

2. 주요주주(3%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순위 성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현재2017.06.30

20.00%1
㈜아벤트리

알앤엠
제2종 종류주식 500,000

1,000,000

2
㈜아벤트리

알앤엠
보통주 500,000 20.00%

40.00%합   계



【 】

3.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구분
주주수
(명)

비율 주식수 비율 비고

현재2017.06.30

최대주주 1 50.00% 1,500,000 60.00%

주요주주 1 50.00% 1,000,000 40.00%

소액주주
 - 법인

합 계 2 100.00% 2,500,000 100.00%

삼정케이피엠지에이에이에스㈜명의개서대리인

주권의 종류

4. 주식사무

결산일 매년 6월30일,12월31일 정기 주주총회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보통주

공고게재신문 매일경제신문

소액주주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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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수익, 기타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부가세대급금,
                   선급법인세, 등

   2) 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등

   3) 유 동 부 채: 기타선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부가세예수금, 단기차입금 등

   4)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비유동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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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익계산서의 과목별 구성 세부과목

   1) 영 업 수 익: 임대료수익, 기타수익 등

   2) 영 업 비 용: 급여, 자산관리수수료, 자산보관수수료, 일반사무위탁수수료, 기타운용비용,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3)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기타수익 등

   4)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등

제 8 부  재무제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당기 제 2 기 2 분기 기준일 현재

전기 제 1 기 2 분기 기준일 현재

회사명: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 2 (당)기 2 분기 제 1 (전)기 2 분기

I. 자  산

 1. 유동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미수수익

  3) 기타미수금

  4) 선급금

  5) 선급비용

  6) 부가세대급금

  7) 선급법인세

 2.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타유형자산

           자 산 총 계

Ⅱ. 부채

 1. 유동부채

  1) 기타선수금

  2) 미지급금

  3) 미지급비용

  4) 부가세예수금

 2.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비유동보증금

         부  채  총  계

Ⅲ. 자 본

 1. 자본금

  1) 보통주자본금

  2) 종류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1) 주식할인발행차금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결손금)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Ⅳ. 재 무 상 태 표

(단위: 원)

과 목
금  액 금  액

149,451,166 173,238,964

838,730,274 838,456,332

2017.06.30

2016.12.31

1,016,679,694 1,021,164,372

24,940,000 0

130,957 129,860

164,770 51,000

43,853,761,956 43,862,079,039

3,262,527 9,288,216

0 0

7,984,227,786 7,897,027,786

(148,432,603) (49,356,423)

43,853,761,956 43,862,079,039

35,591,256,923 35,591,256,923

44,870,441,650 44,883,243,411

496,038,237 445,255,600

(69,328,387) (22,104,847)

33,220,660 11,786,624

252,200,547 263,780,326

317,436,198 304,645,407

1,798,904 1,79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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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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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16,087 27,279,553

32,100,000,000 32,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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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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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17,436,198 32,404,645,407

(51,737,100) (62,084,520)

(51,737,100) (62,084,520)

10,000,000,000 10,000,000,000

12,453,005,452 12,478,598,004

44,870,441,650 44,883,243,411

4,742,552 40,682,524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건물)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기타유형자산)



당기 제 2 기 2 분기 시작일 종료일

전기 제 1 기 2 분기 시작일 종료일

회사명: ㈜코리아밸류그로쓰호텔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 2 (당)기 제 1 (전)기

Ⅰ. 영업수익

  1) 임대료수익

  2) 기타영업수익

Ⅱ. 영업비용

  1) 급여

  2) 자산관리수수료(AMC수수료)

  3) 자산보관수수료

  4) 일반사무위탁수수료

  5) 유형자산감가상각비

  6) 세금과공과

  7) 보험료

  8) 수선유지비

  9) 기타영업비용

Ⅲ. 영업이익

Ⅳ. 영업외수익

  1) 이자수익

  2) 기타영업외수익

Ⅴ. 영업외비용

  1) 이자비용

Ⅶ. 법인세비용(수익)

Ⅷ. 당기순이익(손실)

Ⅸ. 기타포괄이익(손실)

Ⅹ. 총포괄이익(손실)

ⅩⅠ. 주당이익

Ⅴ. 손 익 계 산 서

2017.04.01 2017.06.30

2016.10.01 2016.12.31

(단위: 원)

0 427,164 0 0

442,500,003 910,427,166 453,646,782 453,646,782

과 목 금  액 금  액

최근3개월 당기누적 최근3개월 전기누적

126,096,698 278,607,995 145,224,103 145,224,103

442,500,003 910,000,002 453,646,782 453,646,782

2,796,677 5,561,438 2,728,758 2,728,758

3,915,348 7,786,014 3,691,489 3,691,489

4,500,000 10,500,000 6,000,000 6,000,000

20,985,307 60,010,306 39,024,999 39,024,999

3,029,490 6,025,689 2,863,034 2,863,034

2,753,636 3,339,999 1,850,000 1,850,000

74,260,871 146,299,720 71,461,270 71,461,270

13,607,736 27,276,396 16,809,355 16,809,355

529,022 1,071,225 465,146 465,146

529,022 1,071,221 465,146 465,146

247,633 11,808,433 795,198 795,198

316,403,305 631,819,171 308,422,679 308,422,679

279,881,095 556,686,574 268,205,301 268,205,301

37,051,232 76,203,822 40,682,524 40,682,524

0 4 0 0

279,881,095 556,686,574 268,205,301 268,205,301

37,051,232 76,203,822 40,682,524 40,682,524

0 0 0 0

37,051,232 76,203,822 40,682,524 40,682,524

15 30 16 16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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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감사(검토)의견 :

기타사항(특기사항 포함)

감사(검토)의견 :

기타사항(특기사항 포함)

 1.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해당사항 없음

적정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재무제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회사정관, 기업회계기준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황을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된 부분이 발견되지 아
니하였습니다.

 
                                                          내부감사인  김 상 부

 2. 내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제 9 부 기타사항

일자 항목 내용

Ⅰ.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투자보고서 제2기1분기 투자보고서2017.05.15

2017.04.17 임원 변경 보고 기타비상무이사 변경 보고(첨부서류보완)

2017.04.07 임원 변경 보고 기타비상무이사 변경 보고

2017.04.28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소송진행사항 없음.

거래현황 없음.

제재현황 없음.

Ⅱ.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Ⅲ.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Ⅳ. 제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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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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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