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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5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5

조에 의하여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0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9층 플로렌스 카라홀 

                     (☏02-829-8806)  

3. 회의목적사항

   《보고안건》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5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www.monalisa.co.kr),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고  있

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

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

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주주님께서 자유롭게 위임여부를 결

정할수 있도록 참조로 보내드리는 위임장임을 알려드립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참석 : 본인 신분증

   - 대리참석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개인 및 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주 식 회 사  모 나 리 자

                                          대 표 이 사  박   세   훈 (직 인 생 략 )



제 45기 주주총회 참석장 및 위임장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주광수

(출석률: 7.1%)

김정식

(출석률: 14.3%)

찬 반 여 부

1 2021.01.26 제4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불참  불참 

2 2021.01.26 제44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불참  불참 

3 2021.01.26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찬성  찬성 

4 2021.02.09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불참  불참 

5 2021.02.19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불참  불참 

6 2021.03.10 제 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불참  불참 

7 2021.03.10 2021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불참  불참 

8 2021.08.10 제 45기 반기재무제표승인의 건  불참  불참 

9 2022.01.25 제 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불참  불참 

10 2022.01.25 제 45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불참  불참 

11 2022.01.25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불참  불참 

12 2022.02.04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신규 차입의 건  불참  불참 

13 2022.02.09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불참  불참 

14 2022.02.18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불참  불참 

15 2022.03.14 제 4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불참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서동욱

주광수

김정식

2021.01.2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싵태 가결

감사위원회

서동욱

주광수

김정식

2021.02.08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서동욱

주광수

김정식

2021.03.10 2020년도 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서동욱

주광수

김정식

2021.08.10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서동욱

주광수

김정식

2022.01.2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싵태 가결

감사위원회

서동욱

주광수

김정식

2022.03.14 2021년도 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이사 2 1,000,000 84,000 42,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대여금 (주)엠에스에스글로벌(관계기업) 2021.02.28~2022.02.27 20 2.1

대여금 (주)엠에스에스글로벌(관계기업) 2021.02.17~2022.02.16 25 2.7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93,956백만원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

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쌍용C&B

(관계기업)
매입, 매출, 수익, 비용 2021.01.01~2021.12.31 6,538 7.0%

(주)엠에스에스글로벌

(관계기업)
매입, 매출, 수익, 비용 2021.01.01~2021.12.31 3,616 3.8%

엠에스에스펄프(주)

(관계기업)
매입, 매출, 수익, 비용 2021.01.01~2021.12.31 27,493 29.3%

엠에스에스로지스틱스(주)

(관계기업)
매입, 매출, 수익, 비용 2021.01.01~2021.12.31 8,306 8.8%

엠에스에스에이치알엠(주)

(관계기업)
매입, 매출, 수익, 비용 2021.01.01~2021.12.31 838 0.9%

주식회사 놀부 및 종속기업 매입, 매출, 수익, 비용 2021.01.01~2021.12.31 492 0.5%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93,956백만원 대비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제지산업은 종이 사용분야에 따라 문화용지(신문용지, 인쇄용지등), 산업용지(골판

지,백판지등), 위생용지(화장지, 기저귀, 생리대등), 특수지(컴퓨터용지등) 로 구분되

고 있습니다. 위생용지의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또는 생활수준에 비례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지산업은 원재료 투입에서 초지공정, 가공공정까지 고

도의 기술 및 설비투자를 요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요 

예측이 필요한 산업이며, 주요 원재료인 펄프, 고지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입니다. 특히, 제품원가의 40%~50%가 원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 펄프가격 및

환율변동에 의하여 수익구조가 가변적이며, 생활필수품으로 수요의 급격한 변동은 

보이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및 경기변동성이 타산업에 비해 적은 업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위생용지는 화장지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고급화로  프리

미엄 제품 다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에 비해 아직 보급

율이 낮은 성인용 기저귀 시장은 노령인구 및 복지예산의 증가, 성인용기저귀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경쟁요소  

화장지 제품 시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고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 기업이 경쟁

하고 있으며, 생리대 및 기저귀 시장은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브랜드 인지도 위주의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회사는 환경관련 규제사항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로부터 온실가스, 에너지목표 관리업체로  지정받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관

리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1년 영업실적은 매출액 106,399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9.2%, 영업이익은

3,43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63.2% 감소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심리 및 내수침체를 비롯하여 원자재 단가상

승, 마스크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의 부정적 요소가 영업이익 하락

의 주요 원인입니다. 향후 내수경기 침체와 경쟁심화 등으로인해 유발될 수 있는 미

래의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지속 할 예정입니다.

(2)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은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함.

(3) 시장의 특성

위생용지는 화장지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고급화로  프리

미엄 제품 다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에 비해 아직 보급

율이 낮은 성인용 기저귀 시장은 노령인구 및 복지예산의 증가, 성인용기저귀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장지 제

품 시장은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고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 기업이 경쟁하고 있

으며, 기저귀 시장은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브랜드 인지도 위주의시장 경쟁력을 갖추

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2021년 마스크 매출액은 2,637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61.7% 감소 하였으나,

투자설비 확대를 비롯한 수출 및 온라인등의 판매채널 다양화, 지속적인 홍보 및 투

자, 신규브랜드 출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5) 조직도

모나리자 조직도_202112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영업상황의 개요는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 나.회사의 현황'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

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재무상태표

제 45 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44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45 기 기말 제 44 기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30,834,415,339 　 38,115,294,925 

　　1. 현금및현금성자산 4,5,29 9,741,944,415 　 11,373,947,726 　

　　2. 매출채권 4,5,6,26,29 10,235,384,597 　 12,497,506,357 　

　　3. 기타수취채권 4,5,6,26,29 341,637,279 　 700,653,913 　

　　4. 재고자산 7 10,392,426,313 　 13,448,871,922 　

　　5. 기타자산 8 123,022,735 　 94,315,007 　

　Ⅱ. 비유동자산 - 63,121,085,850 - 53,195,803,608 

　　1. 기타수취채권 4,5,6,26,29 5,086,268,860 　 4,786,164,643 　

　　2. 기타금융자산 4,5 - 　 1,515,000 　

　　3. 관계기업투자주식 9 11,337,026,803 　 10,664,013,959 　

　　4. 유형자산 10 44,941,620,465 　 35,893,542,573 　

　　5. 사용권자산 11 1,300,004,959 　 1,359,425,445 　

　　6. 무형자산 12 456,164,763 　 491,141,988 　

　자산총계 　 93,955,501,189 　 91,311,098,533 

 부채 　 　 　 　

　Ⅰ. 유동부채 　 16,175,331,603 　 13,538,892,195 

　　1. 매입채무 4,5,26,29 4,006,500,920 　 4,435,651,192 　

　　2. 기타지급채무 4,5,13,26,29 3,693,119,548 　 4,071,930,908 　

　　3. 차입금 4,5,14,29 5,000,000,000 　 - 　

　　4. 당기법인세부채 122,370,376 　 1,530,698,885 　

　　5. 기타부채 8 2,949,922,759 　 3,110,368,660 　

      6. 리스부채 4,5,11,29 403,418,000 　 390,242,550 　

　Ⅱ. 비유동부채 　 2,548,322,825 　 6,561,229,479 

　　1. 기타지급채무 4,5,13,26,29 7,547,170 　 7,547,170 　

　　2. 차입금 4,5,14,29 - 5,000,000,000

      3. 리스부채 4,5,11,29 928,758,458 　 984,189,158 　

      4. 이연법인세부채 22 1,612,017,197 569,493,151 

　부채총계 　 18,723,654,428 　 20,100,121,674 

 자본 　 　 　 　

　Ⅰ. 자본금 16 　 18,885,627,500 　 18,885,627,500 

　Ⅱ. 기타불입자본 16 　 3,437,386,562 　 3,437,386,562 

　Ⅲ. 이익잉여금 16 　 49,413,689,524 　 48,887,962,797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16 3,495,143,175 - 

　자본총계 　 75,231,846,761 　 71,210,976,859 

 자본과부채총계 　 93,955,501,189 　 91,311,098,53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45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44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45 기 제 44 기

Ⅰ. 매출액 17,26,27 106,399,396,050 117,130,875,739 

Ⅱ. 매출원가 7,18,26 (81,484,799,810) (85,353,192,393)

Ⅲ. 매출총이익 24,914,596,240 31,777,683,346 

Ⅳ. 판매비와관리비 18,19,26 (21,481,091,898) (22,443,450,346)

Ⅴ. 영업이익 3,433,504,342 9,334,233,000 

 기타영업외수익 20 59,923,707 679,034,484 

 기타영업외비용 20 (333,528,167) (974,918,449)

 금융수익 21 252,416,051 393,880,928 

 금융비용 21 (194,662,038) (210,529,158)

 지분법이익 9 630,409,734 1,054,997,475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848,063,629 10,276,698,280 

 법인세비용 22 (580,278,777) (2,358,689,708)

Ⅶ. 당기순이익 3,267,784,852 7,918,008,572 

Ⅷ. 기타포괄손익 3,495,143,175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 10 3,459,100,944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9 36,042,231 - 

Ⅸ. 총포괄손익 6,762,928,027 7,918,008,572 

Ⅹ.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23 89 21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본변동표

제 45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44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 원)

　과 목 주석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0.01.01 (전기초) 18,885,627,500 3,437,386,562 - 42,797,992,975 65,121,007,03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7,918,008,572 7,918,008,57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16 - - - (1,828,038,750) (1,828,038,750)

2020.12.31 (전기말) 18,885,627,500 3,437,386,562 - 48,887,962,797 71,210,976,859 

2021.01.01 (당기초) 18,885,627,500 3,437,386,562 - 48,887,962,797 71,210,976,85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3,267,784,852 3,267,784,852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10 - - 3,459,100,944 - 3,459,100,944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9 - - 36,042,231 - 36,042,23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16 - - - (2,742,058,125) (2,742,058,125)

2021.12.31 (당기말) 18,885,627,500 3,437,386,562 3,495,143,175 49,413,689,524 75,231,846,76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제 45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44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45 기 제 44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925,776,111 　 6,661,696,984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4 12,804,761,878 　 6,572,393,230 　

　2. 이자의 수취 243,964,246 　 392,466,777 　

　3. 이자의 지급 (194,662,038) 　 (210,529,158) 　

　4. 배당금 수취 - 　 787,800 　

　5. 법인세의 납부 (1,928,287,975) 　 (93,421,665)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487,491,817) 　 (14,754,802,48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9,649,880 　 5,633,226,975 　

　　(1)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3,000,024,346 　

　　(2)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65,000,000 　 2,620,000,000 　

　　(3) 유형자산의 처분 4,649,880 　 13,202,629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557,141,697) 　 (20,388,029,464) 　

　　(1)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3,031,908,399) 　

　　(2)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4,000,000) 　 (2,505,000,000) 　

　　(3) 유형자산의 취득 (9,482,174,857) 　 (5,759,260,791) 　

　　(4) 무형자산의 취득 (70,057,840) 　 (146,209,790)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 　 (8,945,650,484) 　

　　(6) 사용권자산의 취득 (909,00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71,922,095) 　 2,375,647,98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000,000,000 　

　　(1) 차입금의 증가 - 　 5,0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071,922,095) 　 (2,624,352,013) 　

　　(1) 차입금의 상환 - 　 (500,000,000)

　　(2) 배당금의 지급 (2,742,058,125) 　 (1,828,038,750) 　

　   (3)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329,863,970) 　 (296,313,263)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Ⅰ+Ⅱ+Ⅲ) 　 (1,633,637,801) 　 (5,717,457,518)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1,373,947,726 　 17,091,218,045 

Ⅵ.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1,634,490 　 187,199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Ⅵ) 　 9,741,944,415 　 11,373,947,72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45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제44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2년 0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1년 03월 25일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원)

구분 당기 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7,565,583,915 　  47,314,063,001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4,297,799,063 　  39,396,054,429 

   2. 당기순이익 3,267,784,852 　 7,918,008,572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3,016,263,938)

   1. 이익준비금 - 274,205,813 

   2. 배당금

   주당현금배당(율)

   - 당기 : 0원

   - 전기 : 75원(15%) - 　 2,742,058,125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7,565,583,915 44,297,799,06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5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44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1. 일반 사항 

 

주식회사 모나리자(이하 '회사')는 화장지 및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

습니다. 회사는 1988년 10월 14일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비율

엠에스에스홀딩스(주) 18,645,995 50.99%

자기주식 10,480 0.03%

기타 17,914,780 48.98%

합계 36,571,255 1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

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

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

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

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

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

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

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

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및 제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

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

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

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

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

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

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

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

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

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

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

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

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

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

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

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

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

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

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

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

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

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

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

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

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

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

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

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

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

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

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

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

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

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하

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

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

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

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

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영

업외수익'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

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

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

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

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

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

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

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



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

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

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

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

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

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7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

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

한 미실현이익은 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

계기업의 손실 중 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

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회사에 법적-의제의무

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지분법

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

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

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2.8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

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6 ~ 60년

구축물 10 ~ 50년

기계장치 5 ~ 40년

차량운반구 4 ~ 5년

공기구비품 2 ~ 20년

기타자산 2 ~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

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회사는 당반기 유형자산의 일부 유형인 토지에 대하여 기존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

형을 통해 해당 자산을 후속측정 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전기재무제

표에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

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회사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

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

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



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

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됩니다.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

금으로 대체됩니다.

2.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

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

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0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

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

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

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

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

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

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

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

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

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2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

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

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

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

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기타지급채

무' 및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

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

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

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

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

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

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

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

한 금액

 

2.15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

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

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

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

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



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

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

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

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

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

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

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

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

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7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해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 및 25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

니다.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인에 의해 평가됩니다.

2.18 수익인식 

(1)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

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변동대가

회사는 고객에게 쿠폰 등 가격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가격할인을 통해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

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회사는 고객의 물류센터 사용에 따른 대가, 고객이 수행하는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이 회사에 구

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



가격에서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2.19 리스 

 

(1)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

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

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

으로 3~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

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

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

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

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

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

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

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

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

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



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

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

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

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

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3) 연장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

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0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1월 25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

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

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

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

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3.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

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

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2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 및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

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4 및 10 참조).

3.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

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

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

여 판단합니다.

3.4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순실현가능가치와 취득원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순실현

가능가치는 예상되는 판매가격과 판매부대비용 등의 추정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

니다. 또한, 진부화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하여 평가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추정은 시장상황 및 과거 경험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3.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

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

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

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

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

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

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44 기 제 43 기

주당배당금(단위 : 원) 75 50

배당총액(단위 : 원) 2,742,058,125 1,828,038,750

시가배당율(단위: %) 1.49 1.40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

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주광옥 1969.11 해당없음 해당없음 관계회사 등기임원 이사회

이용운 1981.01 해당없음 해당없음 관계회사 등기임원 이사회

서동욱 1974.04 해당없음 해당없음 등기임원 이사회

김정식 1965.02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양호철 1955.06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총 (  5  ) 명

※ 당사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감사위원회 설치 법인으로 감사위원회 위

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기간 내용

주광옥 엠에스에스그룹 CFO
2019~현재

2018~2021

엠에스에스글로벌 대표이사

(주)모나리자 관리본부장
해당없음

이용운 엠에스에스그룹 기획조정실장
2022~현재

2014~2019

쌍용C&B 대표이사

Alvarez&Marsal Senior Director
해당없음

서동욱 Morgan Stanley한국지사 부대표

2015~현재

2014~2015

2011~2013

Morgan Stanley 한국지사 부대표

Alvarez&Marsal Director

두산그룹VM팀장(상무)

해당없음

김정식 알파투자파트너스(주) 대표이사

2017 ~ 현재

2013 ~ 2017

2011 ~ 2013

2006 ~ 2011

알파투자파트너스(주) 대표이사

이스타항공(주) 대표이사

이스타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웅진캐피탈(주) 대표이사

해당없음

양호철 신한투자금융 사외이사

2018.03 ~ 현재

2017 ~ 2018

2016 ~ 2017 

1997 ~ 2015

쌍용C&E 사외이사

신한투자금융 사외이사

신한투자금융 상임고문

Morgan Stanley 한국지사 회장

Morgan Stanley 한국지사 대표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주광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용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동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정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양호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정식 사외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금융/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알파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를 역임하

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서 해당회사가 목표로 하는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전문기업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

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

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이며, ㈜ 모나리자가 강조하고 있는 경영원칙을 함께 숙지하

고 준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양호철 사외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금융/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과거 Morgan Satnley 한국지사 회장/대표를 

역임하여,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서, 해당회사가 목

표로 하는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전문기업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

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

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이며, ㈜ 모나리자가 강조하고 있는 경영원칙을 함께 숙지하

고 준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는 내부 사정에 정통하며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으며, 내부 구성

원들의 통합을 위한 지도력 및 리더십 발휘 가능하고, 해당 산업에서 회사의 정확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여 추천함

사외이사 후보자는 각각 정책/금융의 경력을 바탕으로 ㈜모나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제시가 가능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

에 기여가 가능하여 추천함



확인서

주광옥 이사 확인서



이용운 이사 확인서



서동욱 이사 확인서



김정식이사 확인서



양호철 이사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

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동욱 1974.04 해당없음 해당없음 등기임원 이사회

김정식 1965.02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양호철 1955.06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기간 내용

서동욱 Morgan Stanley한국지사 부대표

2015~현재

2014~2015

2011~2013

Morgan Stanley 한국지사 부대표

Alvarez&Marsal Director

두산그룹VM팀장(상무)

해당없음

김정식 알파투자파트너스(주) 대표이사

2017 ~ 현재

2013 ~ 2017

2011 ~ 2013

2006 ~ 2011

알파투자파트너스(주) 대표이사

이스타항공(주) 대표이사

이스타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웅진캐피탈(주) 대표이사

해당없음

양호철 신한투자금융 사외이사

2018.03 ~ 현재

2017 ~ 2018

2016 ~ 2017 

1997 ~ 2015

쌍용C&E 사외이사

신한투자금융 사외이사

신한투자금융 상임고문

Morgan Stanley 한국지사 회장

Morgan Stanley 한국지사 대표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서동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정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양호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회(사내이사) 후보자는 내부 사정에 정통하며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으

며, 내부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한 지도력 및 리더십 발휘 가능하고, 해당 산업에서 회사

의 정확한 전략수립이 가능하여 추천함

감사위원회(사외이사) 후보자는 각각 정책/금융의 경력을 바탕으로 ㈜모나리자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제시가 가능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

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

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가 가능하여 추천함



확인서

서동욱 감사위원 확인서



김정식감사위원 확인서



양호철 감사위원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10,316,194원

최고한도액 1,0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2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에 전자공시시스템과  

   회사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 및 게재 예정입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회사 홈페이지 : http://www.monalisa.co.kr/ (상세위치 : 전자공지)

※ 해당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

    될 수 있으며, 수정될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로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신고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09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

물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장비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

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