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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2014년 3월31일과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
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회사 경영자에게 있으
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
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
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
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
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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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의 2014년과 2013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
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삼 일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안경태
2014년 6월 3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4년 6월 3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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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5 기 : 2014년 3월 31일 현재
제 4 기 : 2013년 3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과

목

(단위 : 원)
제 5(당) 기

제 4(전) 기

자산
I. 유동자산

17,471,743,888

14,604,642,289

1. 당좌자산

17,471,743,888

14,604,642,289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선급비용
(3) 당기법인세자산

17,436,390,791

14,560,944,059

4,447,137

3,969,860

30,905,960

39,728,370

II. 비유동자산

222,068,315,745

223,057,335,285

1. 유형자산 (주석 3과 4)

222,068,315,745

223,057,335,285

(1) 토지

187,040,536,100

187,040,536,100

(2) 건물

39,558,822,949

39,558,822,949

감가상각누계액

(4,531,043,304)

(3,542,023,764)

자산총계

239,540,059,633

237,661,977,574

127,700,227,023

973,782,817

부채
I. 유동부채
1. 미지급금 (주석 6)

26,642,335

28,703,635

2. 예수금 (주석 6)

61,586,850

68,707,590

3. 부가세예수금

550,921,127

534,224,961

4. 미지급비용 (주석 6과 14)

354,638,276

334,969,826

7,176,805

7,176,805

6. 유동성장기부채 (주석 5와 6)

91,008,226,944

-

7. 파생상품부채 (주석 15)

35,691,034,686

-

5. 선수수익 (주석 3)

II.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주석 5, 6과 14)
2. 임대보증금 (주석 3과 6)
3. 장기선수수익 (주석 3)
4. 파생상품부채 (주석 15)

29,479,681,025

157,622,720,869

9,344,516,089

113,962,451,484

20,067,408,000

20,067,408,000

67,756,936

74,933,741

-

23,517,927,644

부채총계

157,179,908,048

158,596,503,686

10,000,000,000

10,000,000,000

자본
I. 자본금 (주석 1과 8)
1. 보통주자본금

10,000,000,000

II.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57,536,770,000
57,536,770,000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석 11와 15)
1.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57,536,770,000
57,536,770,000

300,738,370
300,738,370

Ⅲ. 이익잉여금 (주석 9)
1.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0,000

(713,238,897)
(713,238,897)

14,522,643,215
14,522,643,215

12,241,942,785
12,241,942,785

82,360,151,585

79,065,473,888

239,540,059,633

237,661,97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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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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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제 5 기 :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제 4 기 :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과

목

(단위 : 원)
제 5(당) 기

I. 영업수익
1. 수입임대료
2. 기타수익

22,306,576,457

21,657,144,190

22,299,399,652

21,657,144,190

7,176,805

-

II. 영업비용
1. 지급수수료

제 4(전) 기

2,511,111,840

2,496,807,942

54,118,490

43,862,308

432,000,000

432,000,000

3. 자산보관수수료

43,920,000

43,920,000

4. 부동산관리수수료 (주석 16)

60,000,000

60,000,000

5. 사무수탁수수료

44,145,240

44,057,200

6. 감가상각비

989,019,540

989,019,540

7. 세금과공과

833,724,963

836,512,737

53,629,607

46,892,157

4,000

24,000

550,000

520,000

2. 자산관리수수료 (주석 16)

8. 보험료
9. 도서인쇄비
10. 광고선전비
III. 영업이익

19,795,464,617

19,160,336,248

IV. 영업외수익

13,830,485,643

23,390,930,925

1. 이자수익
2. 외화환산이익
3. 잡이익

220,757,535

283,775,729

13,609,708,451

22,984,301,340

19,657

122,853,856

V. 영업외비용
1. 이자비용 (주석 14)
2. 파생상품평가손실 (주석 15)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VII. 법인세비용 (주석 7)
VIII. 당기순이익

18,271,141,610

29,320,592,760

5,084,057,301

6,515,904,013

13,187,084,309

22,804,688,747
15,354,808,650

13,230,674,413

-

-

15,354,808,650

13,230,674,41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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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 5 기 :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제 4 기 :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과

목

(단위 : 원)
자 본

기타포괄

이 익

잉여금

손익누계액

잉여금

자본금

총 계

2012.4.1(보고금액)

10,000,000,000

57,536,770,000

-

10,596,268,372

78,133,038,372

연차배당 (주석 12)

-

-

-

(11,585,000,000)

(11,585,000,000)

당기순이익

-

-

-

13,230,674,413

13,230,674,413

-

-

(713,238,897)

-

(713,238,897)

2013.3.31(전기말)

10,000,000,000

57,536,770,000

(713,238,897)

12,241,942,785

79,065,473,888

2013.4.1(보고금액)

10,000,000,000

57,536,770,000

(713,238,897)

12,241,942,785

79,065,473,888

연차배당 (주석 12)

-

-

-

(13,074,108,220)

(13,074,108,220)

당기순이익

-

-

-

15,354,808,650

15,354,808,650

-

-

1,013,977,267

-

1,013,977,267

10,000,000,000

57,536,770,000

300,738,370

14,522,643,215

82,360,151,585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
품평가손실 (주석 11와
15)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
품평가이익 (주석 11와
15)
2014.3.31(당기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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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 5 기 :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제 4 기 :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과

목

(단위 : 원)
제 5(당) 기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제 4(전) 기
15,949,554,952

13,589,086,445

1. 당기순이익

15,354,808,650

13,230,674,413

2. 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14,176,103,849

23,800,198,501

989,019,540

989,019,540

-

6,490,214

13,187,084,309

22,804,688,747

(13,609,708,451)

(22,984,301,340)

13,609,708,451

22,984,301,340

28,350,904

(457,485,129)

(477,277)

(1,407,808)

-

7,105,420

다. 미지급금의 감소

(2,061,300)

(3,483,475)

라. 미지급비용의 감소(증가)

19,668,450

(338,275,105)

마. 예수금의 감소

(7,120,740)

(129,646,250)

바. 부가세예수금의 증가

16,696,166

15,398,894

사. 장기선수수익의 감소

(7,176,805)

(7,176,805)

8,822,410

-

가. 감가상각비
나. 이자비용(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파생상품평가손실
3. 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가. 외화환산이익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가. 선급비용의 증가
나. 선급금의 감소

아.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3,074,108,220)

(16,585,000,000)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127,000,000,000

가. 장기차입금의 차입

-

127,000,000,000

(13,074,108,220)

(143,585,000,000)

-

132,000,000,000

13,074,108,220

11,585,000,000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가. 장기차입금의 상환
나. 배당금의 지급
Ⅳ. 현금의 증가(Ⅰ+Ⅱ+Ⅲ)

2,875,446,732

(2,995,913,555)

Ⅴ. 기초의 현금

14,560,944,059

17,556,857,614

Ⅵ. 기말의 현금

17,436,390,791

14,560,944,059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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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 기 : 2014년 3월 31일 현재
제 4 기 : 2013년 3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이하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취득하여 2009년
8월 4일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부동
산의 임대차, 부동산의 개발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ㆍ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
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기 말 현재 회사가 투자ㆍ운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서울시 서
초구 잠원동 70-1 및 70-2에 소재하고 있는 킴스클럽빌딩ㆍ패션아울렛스토어빌딩 및 관련
토지입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20 현대인텔렉스 빌딩 11층
이고, Reco Won Pte Ltd.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1,000백만원이나, 유상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0,000백만원입니다.
회사의 존립기간은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2009년 8월 21일)된 후 1영업일로부터 15년이고,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 개시하여 3월
31일에 종료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
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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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2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
("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
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회사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를 기능통화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이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을 당
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
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
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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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파생상품
회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ㆍ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미래 예상거
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5 대손충당금
회사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
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로 계상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
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
각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
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회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감가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40 년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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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
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
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차입원가자본화
회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
고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원가 등을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2.8 비금융자산의 손상
감가상각하는 또는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
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과 같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단,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
(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
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산을 별도의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
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이 인식된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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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사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
능성이 매우 높고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
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
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
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
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
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또한,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
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하며, 이때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10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한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계
상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중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액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결손금 등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
래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
는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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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수익인식
회사는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
을 측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
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임대료수익, 관리비 수익 및 기타수익
회사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수입임대료로 구
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1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1) 최초측정
회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정가치
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경우에
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
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제공(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을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합니다. 다만,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도,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 급부(예를 들어 생산
물 공급가액의 제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전체를 금융상품의 최초인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는 경
우는 제외)과 같이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금융부채의 발행
과 직접적으로관련된 거래원가를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현재가치 측정시에 당해 거래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동종시장이자율과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적용하고, 동종시장이자율을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
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회사의 신용도 등
을 반영하여 회사에 적용될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합니다.
(2) 후속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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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파생상품,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및 금융보증계약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3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특칙적용 : 이익준비금적립의무 배제 및 초과배당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익처분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
정한 상법 제458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법 제28조 제
3항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가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
는 배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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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기
구 분

토 지

건 물

합 계

2013.4.1

187,040,536

36,016,799

223,057,335

감가상각

-

(989,020)

(989,020)

2014.3.31

187,040,536

35,027,779

222,068,315

취득원가

187,040,536

39,558,823

226,599,359

-

(4,531,044)

(4,531,044)

상각누계액

2) 전기
구 분

토 지

건 물

합 계

2012.4.1

187,040,536

37,005,819

224,046,355

감가상각

-

(989,020)

(989,020)

2013.3.31

187,040,536

36,016,799

223,057,335

취득원가

187,040,536

39,558,823

226,599,359

-

(3,542,024)

(3,542,024)

상각누계액

(2) 당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146,718백만원(전기: 141,029백
만원)입니다.
(3) 당기말 현재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의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토지와 건
물에 대하여 20,067백만원(전기: 20,067백만원)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6

4. 보험가입현황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보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USD).
보험의 종류

재산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부보금액

부보대상

당

기

전

보험회사

기

건물

70,434,537

55,859,297

임대료

7,995,296

18,974,227

건물

1,000,000

1,000,000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주)

상기 보험 이외에 회사는 당기말 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테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
다(부보금액 USD 78,426,833).
5. 차입금
(1) 장기차입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천원).
연이자율
구 분

차입처

당기
만기일

외화

(%)
5.80
일반대출

Reco Won Pte Ltd.

전기

상환방법

2016-09-07

만기전 수시상환

2014-09-05

만기전 수시상환

$

원화

8,778,706

9,344,516

￥8,805,000,000

91,008,227

외화
$

원화

8,778,706

9,767,140

￥8,805,000,000

104,195,311

3개월 JPY
LIBOR +2%
합 계

100,352,743

113,962,451

상기 외화장기차입금의 환산으로 인하여 당기 중 외화환산이익 13,610백만원(전기: 외화환
산이익 22,98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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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동성 위험
회사는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
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
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말 현재 만기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기
구 분

1년 이하

미지급금

1년 초과

2년 초과

2년 이하

5년 이하

5년초과

합 계

26,642

-

-

-

26,642

미지급비용

354,638

-

-

-

354,638

임대보증금

-

-

-

20,067,408

20,067,408

장기차입금

92,394,604

541,981

9,582,074

-

102,518,659

(2) 전기
구 분

1년 이하

미지급금

1년 초과

2년 초과

2년 이하

5년 이하

5년초과

합 계

28,704

-

-

-

28,704

미지급비용

334,970

-

-

-

334,970

임대보증금

-

-

-

20,067,408

20,067,408

장기차입금

2,817,113

105,736,046

10,581,960

-

119,135,119

위의 분석에 포함된 비파생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
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
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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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한 매매목적이 아닌 총액결제 요건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 관계에 있으며 보고
기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위의 표에 포함되지 않
았으며 해당 계약으로부터의 할인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유입액은
91,065백만원(전기: 104,434백만원)이고 현금유출액은 128,149백만원(전기: 131,968백만
원)입니다(주석 15 참조).
7.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손익에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법인세부담액

-

-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법인세비용

-

-

회사는 주석2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3항에 의거 초과배당
이 가능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바, 회사의 당기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세비용은 없
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위: 천원).
구 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 기

전 기

15,354,809

13,230,674

3,356,058

2,888,748

(3,356,058)

(2,888,748)

법인세비용

-

-

유효세율(법인세/세전이익)

-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조정사항
- 배당소득공제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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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주요 누적일시적 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기
구 분
외화환산손익

차감할(가산할) 일시적 차이
기초

증감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기말

(23,970,548)

(13,609,709)

(37,580,257)

-

미지급비용

24,000

16,395

40,395

-

감가상각비

98

49

147

-

파생상품평가손익

22,804,689

13,187,084

35,991,773

-

SWAP미정산비용

142,988

8,933

151,921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실

713,239

(1,013,977)

(300,738)

-

(285,534)

(1,411,225)

(1,696,759)

-

합 계

2) 전기
구 분
이자비용

차감할(가산할) 일시적 차이
기초

증감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기말

120,491

(120,491)

-

-

(986,247)

(22,984,301)

(23,970,548)

-

미지급비용

23,500

500

24,000

-

감가상각비

49

49

98

-

파생상품평가손익

-

22,804,689

22,804,689

-

SWAP미정산비용

-

142,988

142,988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실

-

713,239

713,239

-

(842,207)

556,673

(285,534)

-

외화환산손익

합 계

(*) 회사는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부
채)의 내역을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8. 자본금
회사의 발행할 주식 총수는 2,0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입니다. 당기말 현
재 회사의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2,000,000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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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익잉여금
당기 및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과 목

제 5 (당) 기

제 4 (전) 기

(처분예정일: 2014년 6월 30일)

(처분확정일: 2013년 6월 28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4,522,643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2. 당기순이익

12,241,943

(832,165)

(988,731)

15,354,808

13,230,674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14,957,561

1. 배당금

13,074,108

14,957,561

13,074,108

14,957,561

13,074,108

가. 현금배당 (주석12)
(주당배당금(률)
당기: 7,479원(149.6%)
전기: 6,537원(130.7%))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434,918)

(832,165)

10.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항목
당기 및 전기의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세금과공과

833,725

836,513

감가상각비

989,020

989,020

1,822,745

1,825,533

합 계

11.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와 전기의 포괄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순이익

당 기

전 기

15,354,809

13,230,674

1,013,977

(713,239)

16,368,786

12,517,435

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포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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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당금
당기 및 전기의 배당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배당대상주식

전 기

2,000,000주

2,000,000주

149.6%

130.7%

14,957,561

13,074,108

97.4%

98.8%

배당율(배당금/자본금)
배당금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13. 현금 유ㆍ출입이 없는 중요한 거래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
원).
구 분

당 기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전 기

1,013,977

(713,239)

14. 특수관계자 거래
(1) 지배ㆍ종속관계
1) 지배기업 및 주요 주주

구분
Reco Won Pte Ltd.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Corporatio
n (Realty)
Privat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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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대한 지분율(%)
2014.3.31

비고

2013.3.31
100%

100%

-

-

지배기업

최상위지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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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당기와 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지배기업

Reco Won Pte Ltd.

당기

전기

이자비용

이자비용

2,573,969

1,868,278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의 주요 잔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의 주요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
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지배기업

Reco Won Pte Ltd.

당기말
미지급비용

전기말

장기차입금

117,662

미지급비용

100,352,743

장기차입금

123,322

113,962,451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1) 당기
(단위: JPY)
특수관계구분
지배기업

회사명

자금대여 거래
대여

Reco Won Pte Ltd.

자금차입 거래

회수
-

차입
-

상환
-

-

2) 전기
(단위: JPY)
특수관계구분
지배기업

회사명
Reco Won Pt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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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 거래
대여

자금차입 거래

회수
-

차입
-

8,805,000,000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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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생상품
(1) 회사는 2012년 8월 29일자로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위험 및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
기 위하여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td.와 1건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012년 9월 10일 ~ 2014년 9월 5일). 동 계약에 따라 회사는 매 3개월 상대방에
게 원화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엔화 Libor 금리를 수취하며, 계약종료일에 원화기준금액
127,000백만원을 지급하고, 엔화기준금액 JPY 8,805,000,000을 수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2) 회사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통화스왑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파생상품부채

전 기

35,691,035

23,517,928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실

-

(713,239)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이익

1,013,977

-

(3) 당기 및 전기의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거래이익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
원).
1) 당기
구 분

평가이익

통화스왑

평가손실
-

거래이익

(13,187,084)

기타포괄이익
-

1,013,977

2) 전기
구 분
통화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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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이익

평가손실
-

(22,804,689)

거래이익

기타포괄손실
-

(7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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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적용되는 파생금융상품계약에 대하여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
는 예상최장기간은 2014년 9월 5일까지이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파생금융상품평
가손익은 전액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16.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책임임대차계약
회사는 (주)이랜드리테일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1 및 70-2 소재의 킴스클럽빌딩ㆍ
패션아울렛스토어빌딩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이하 "대상부동산")을 2,200억에 매수하는 부
동산매매계약을 2009년 9월 4일자로 체결하였으며, 동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상부동산을 임대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을 (주)이랜드리테일 (보증인:(주)이랜드월드)과 체
결하였습니다. 동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기간은 임차개시일(2009년 9월 9일)로부터
15년이나 합의에 의해 10년 연장가능하며, 연 임대료는 매년 임대차개시일과 같은 날짜에
전년도 연간차임에 3%씩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콜옵션부여계약
회사는 대상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이랜드리테일이 매
도한 대상부동산을 다음의 조건으로 (주)이랜드월드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
니다.
구

분

내

용

대상부동산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1 및 70-2 소재 킴스클럽빌딩ㆍ패션아울렛스토어빌
딩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콜옵션부여자

(주)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콜옵션권리자

(주)이랜드월드

콜옵션행사에 따른
매수주체

(주)이랜드월드 및 (주)이랜드월드의 관계회사 또는 허용된 제 3자

행사기간(*)

부동산매매거래종결일(2009년 9월 9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직전 30일
~120일

매매가격

247,200,000,000원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가 수령한
실제수용보상금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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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기간은 콜옵션부여계약에 따라 약정된 조기종결사건에 의해 조기만료될 수 있으며,
조기만료되는 경우 콜옵션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3) 자산관리계약
회사는 (주)한국토지신탁와 부동산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 및임대차, 유가
증권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에 의한 자산의 투자운용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총 432백만원을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자산관리수수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관리용역 및 시설관리위탁계약
회사는 지이자산관리코리아(주)와 임대차관리, 예산 및 재정관리,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 감
독 등의 부동산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총 60백만원을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
으며, 이를 부동산관리수수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7. 재무제표 확정일과 기관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4년 6월 16일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2014년 6월
30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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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
자회사의 2014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3에 따라
첨부하는 것입니다.

첨 부 :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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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귀하

2014년 6월 30일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2014년 3월 31일 현재
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
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뉴코아강남기업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보고서에서 "2014년 3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결과, 2014년
3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
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
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
태 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비상장대기업으로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
제도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규정에 따라 상장대기업보다는 현저하게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중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
'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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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일반기업회
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
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
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
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
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14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4년
3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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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2014년 3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
진에 있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
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
도 모범규준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4년 3월 31일 현재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관점에서 중요
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4년 6월 24일
내부회계관리자 : Josephine Yip Wen Yuan
대 표 이 사
: 김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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