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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1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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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에 의하여 제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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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0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층 소회의실 

                     (☏02-829-8835)  

3. 회의목적사항

   《보고안건》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1기(2017.1.1~2017.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현금배당:  1주당 100 원, 배당액  3,656,077,500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1명, 사외이사 1명)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익배당 예정내용

    - 현금배당:  1주당 1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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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

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

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주주님께서 자유롭게 위임여부를 결

정할수 있도록 참조로 보내드리는 위임장임을 알려드립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참석 :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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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주 식 회 사  모 나 리 자

                                          대 표 이 사  노   유   호 (직 인 생 략 )



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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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수

(출석률: 72.2%)

김병기

(출석률: 66.6%)

이동욱

(출석률: 83.3%)

찬 반 여 부

1 2017.02.0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찬성 - 찬성

2 2017.02.06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찬성 - 찬성

3 2017.02.06 제4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찬성 - 찬성

4 2017.02.23 관계회사 금전대여의 건 불참 - 불참

5 2017.03.03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찬성 - 찬성

6 2017.03.03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 찬성

7 2017.04.26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

8 2017.06.12 신한은행 수입신용장 신규 약정의 건 불참 불참 -

9 2017.07.12 산업은행 기한부 수입신용장 신규 한도약정의 건 불참 불참 -

10 2017.07.19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대환) 승인의건 불참 불참 -

11 2017.08.17 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12 2017.08.17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찬성 찬성 -

13 2018.01.25 제4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14 2018.01.2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찬성 찬성 -

15 2018.01.25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찬성 찬성 -

16 2018.02.26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불참 불참 -

17 2018.03.07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

18 2017.03.07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찬성 찬성 -

※ 사외이사 이동욱은 임기만료로 2017년 3월 27일 사임하였으며, 2017년 3월 24일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김병기를 신규 선임 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김승호

송명수

이동욱

2017.02.0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가결

감사위원회

김승호

송명수

이동욱

2017.03.03 16년도 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가결

김승호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송명수

김병기

2017.04.26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김승호

송명수

김병기

2017.08.17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김승호

송명수

김병기

2018.01.2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가결

감사위원회

김승호

송명수

김병기

2018.03.07 17년도 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가결

※ 2017년 3월 24일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김병기를 신규 선임 하였습

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1,000,000 83,210 41,605

※ 인원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입니다

※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사외이사의 보수를 포함하였습니다.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작성기준일 현재 인원수로 나누어 단순 산출하였

    습니다.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합한 승인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대여금 (주)엠에스에스글로벌(관계기업) 2017.02.28~2018.02.27 25 3.0

대여금 (주)엠에스에스글로벌(관계기업) 2017.09.01~2018.08.31 25 3.0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8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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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2017.12.31 6,423 7.8

(주)엠에스에스글로벌

(관계기업)

매입,매출,

수익,비용
2017.01.01~2017.12.31 6,164 7.5

엠에스에스펄프(주)

(관계기업)

매입,매출,

수익,비용
2017.01.01~2017.12.31 37,186 45.0

엠에스에스로지스틱스(주)

(관계기업)

매입,매출,

수익,비용
2017.01.01~2017.12.31 9,178 11.1

엠에스에스에이치알엠(주)

(관계기업)

매입,매출,

수익,비용
2017.01.01~2017.12.31 1,559 1.9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82,62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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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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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영업실적은 매출액 117,359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3.33% 감소하였

으며, 영업이익은 4,95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34.61% 감소한 실적을 기록하

였습니다. 대내외 정치적 불안정 속에 소비심리와 내수침체, 원재료 단가 상승, 수요

의 정체등 영업이익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향후 내수경기 침체와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지속 할

예정입니다. 

2017년 기저귀 매출액은 2,111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122.31% 증가 하였으

며, 향후 수출 및 온라인등의 판매채널 다양화, 지속적인 홍보 및 투자, 신규브랜드 

출시 등을 통해 매출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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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저귀 매출액은 2,111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122.31% 증가 하였으

며, 향후 수출 및 온라인등의 판매채널 다양화, 지속적인 홍보 및 투자, 신규브랜드 

출시 등을 통해 매출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5) 조직도

조직도(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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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무 상 태 표

제 41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0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원)

과                        목 제 41(당) 기말 제 40(전) 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44,121,983,169 　 41,904,496,230 

   1. 현금및현금성자산 9,437,609,395 14,867,759,470 　

   2. 금융기관예치금 3,000,000,000 3,000,000,000 　

   3. 매출채권 11,575,679,464 13,539,464,037 

   4. 기타수취채권 5,049,867,920 2,523,707,933 

   5. 기타금융자산 5,015,534,247 - 



과                        목 제 41(당) 기말 제 40(전) 기말

   6. 재고자산 9,971,106,291 7,862,510,686 

   7. 기타자산 72,185,852 111,054,104 

Ⅱ. 비  유  동  자  산 38,502,185,837 38,657,647,922 

   1. 기타수취채권 1,409,299,993 1,020,532,750 

   2. 기타금융자산 1,515,000 1,515,000 

   3. 유형자산 36,901,220,674 37,430,658,177 

   4. 무형자산 190,150,170 196,849,933 

   5. 이연법인세자산                - 8,092,062 

자       산       총       계 82,624,169,006 80,562,144,152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2,585,965,547 11,925,982,771 

   1. 매입채무 5,870,217,096 　 4,150,941,126 

   2. 기타지급채무 3,970,227,568 　 5,356,935,589 

   3. 차입금 500,000,000 　 500,000,000 

   4. 당기법인세부채 222,401,793 　 996,814,640 

   5. 기타부채 2,023,119,090 　 921,291,416 

Ⅱ. 비  유  동  부  채 　 32,743,262 12,547,170 

   1. 기타지급채무 7,547,170 　 12,547,170 

   2. 이연법인세부채 25,196,092 　 - 

부       채       총       계 　 12,618,708,809 11,938,529,941 

자                           본

Ⅰ. 자본금 18,885,627,500 18,885,62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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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이익잉여금 47,682,446,135 46,300,600,149 

자       본       총       계 70,005,460,197 68,623,614,21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2,624,169,006 80,562,144,152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1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원)

과                        목 제 41(당)기 제 40(전)기 

Ⅰ. 매출액 117,359,513,386 121,396,391,039 

Ⅱ. 매출원가 (88,298,314,165) (90,668,051,039) 

Ⅲ. 매출총이익 29,061,199,221 30,728,340,000 

Ⅳ. 판매비와관리비 (24,111,092,110) (23,158,544,337) 

Ⅴ. 영업이익 4,950,107,111 7,569,795,663 

 기타영업외수익 108,430,681 144,064,148 

 기타영업외비용 (136,959,817) (959,292,286) 

 금융수익 270,681,561 306,287,669 

 금융비용 (12,127,803) (12,710,650)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180,131,733 7,048,144,544 

 법인세비용 (1,056,227,622) (1,609,461,815) 

Ⅶ. 당기순이익 4,123,904,111 5,438,682,729 

Ⅷ. 기타포괄손익 - - 

Ⅸ. 총포괄이익 4,123,904,111 5,438,682,729 

Ⅹ.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113 149 



자 본 변 동 표

제 41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2016.1.1(전기초) 18,885,627,500 3,437,386,562 42,689,956,170 65,012,970,232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5,438,682,729 5,438,682,729 

총포괄이익 소계 - -   5,438,682,729      5,438,682,72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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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1,828,038,750) (1,828,038,750)

2016.12.31(전기말) 18,885,627,500 3,437,386,562 46,300,600,149 68,623,614,211 

2017.1.1(당기초) 18,885,627,500 3,437,386,562 46,300,600,149 68,623,614,211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4,123,904,111 4,123,904,111 

총포괄이익 소계 - - 4,123,904,111 4,123,904,11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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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소계 - - (2,742,058,125) (2,742,058,125)

2017.12.31(당기말) 18,885,627,500 3,437,386,562 47,682,446,135 70,005,460,197 



현 금 흐 름 표

제 41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원)

과                        목 제 41(당)기 제 40(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938,940,754  　 6,428,254,768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9,487,988,100 　 7,658,217,853 　

   2. 이자의 수취 260,427,163 　 322,563,608 　

   3. 이자의 지급 (12,122,194) 　 (12,723,245) 　

   4. 법인세의 납부 (1,797,352,315) 　 (1,539,803,448)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622,545,412) 　 824,798,576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1,068,823,018 　 22,159,621,187 　

     (1)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6,000,000,000 　 6,000,000,000 　

     (2)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5,055,664,382 　 10,039,343,493 　

     (3)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6,000,000,000 

     (4) 유형자산의 처분 13,158,636 　         120,277,694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1,691,368,430) 　 (21,334,822,611)

     (1)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6,000,000,000) 　 (6,000,000,000)

     (2)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0,000,000,000) 　 (8,000,000,000)

     (3)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2,500,000,000) 　 (3,500,000,000)

     (4) 유형자산의 취득 (3,171,793,823) 　 (3,802,416,816)

     (5) 무형자산의 취득 (19,574,607) 　 (32,405,795)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42,058,125) 　 (1,828,038,75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742,058,125) 　 (1,828,03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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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5,425,662,783) 　 5,425,014,594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4,867,759,470 　 9,442,744,876 

Ⅵ.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487,292) - 

ⅥI.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 9,437,609,395 　 14,867,759,47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주석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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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제40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2016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8년 03월 30일 처분확정일 2017년 03월 24일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원)

구  분 당  기 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6,839,761,839 　 45,732,121,666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2,715,857,728 　 40,293,438,937 　

   2. 당기순이익   4,123,904,111 　 5,438,682,729 　

II. 이익잉여금처분액 　 (4,021,685,250) 　 (3,016,263,938)

   1. 이익준비금 365,607,750 　 274,205,813 　

   2. 배당금

   주당현금배당(율)

   - 당기 : 100원(20%)

   - 전기 :  75원(15%)

3,656,077,500 

 　 2,742,058,125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2,818,076,589 　 42,715,857,728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1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0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모나리자

1.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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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회사는 1988년 10월 14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하였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주 식 수 비 율

엠에스에스홀딩스(주) 24,135,654 66.00%

자기주식 10,480 0.03%

기타 12,425,121 33.97%

합 계 36,571,25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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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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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

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2호'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되

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약재무정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공

시는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

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

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기

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

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부동산의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대체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

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 기준서 문단 57은 이러한 상황의 예시임을 명확히 하였습

니다. 또한, 건설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

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

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

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

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

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

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

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

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

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

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을 검토중이며, 동 기준서를 적용

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중입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

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

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     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

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

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30,472,456,772원, 매도가능금

융자산 1,515,000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015,534,247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

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

여금 및 수취채권 30,472,456,772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

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

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

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

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

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 1,515,

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 회계연도 중 매도가능지분상품 관련 재순환된 미실

현평가손익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

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

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을 5,

015,534,247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

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

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

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

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

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12

월 31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

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

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

edit loss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

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

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

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발생 가

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

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

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

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30,472,456,772원(



대여금 및 수취채권 30,472,456,772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

실충당금 199,597,370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

익’ 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

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

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

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

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이

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

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

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

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2017년 11월부터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였고,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 프

로세스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

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

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

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

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

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

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

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

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

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5,000 

이하) 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

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

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 그 적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았

습니다. 



②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현재의 리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

더라도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

로 예상합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

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

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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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

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

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

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

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

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

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 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

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

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3) 제거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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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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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

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

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

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

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6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

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



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

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6 ~ 60 년

구축물 10 ~ 50 년

기계장치 5 ~ 40 년

차량운반구 4 ~ 5 년

공구기구비품 2 ~ 20 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

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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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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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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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

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



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

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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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2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

액을 차감한 금액

2.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

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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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

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

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

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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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

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

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

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

우에 상계됩니다.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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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6 수익인식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

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금액을 신

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

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회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된 용

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

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

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17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

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

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

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

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

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

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

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

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

식됩니다.

2.18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1월 25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2018년 3월 30일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

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

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

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

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

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

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

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

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

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

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

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 /dart.fss.or.kr)에 공

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41 기 제 40 기

주당배당금(단위 : 원) 100 75

배당총액(단위 : 원) 3,656,077,500 2,742,058,125

시가배당율(단위: %) 2.10 1.10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승호 1961.05.03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김정식 1965.02.22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승호 現쌍용씨앤비 대표이사 現쌍용씨앤비 대표이사

前LG생활건강 UNICHARM 마케팅/영업 총괄업무

사내이사

김정식 現이스타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現이스타인베스트먼트(주)대표이사

前이스타항공(주)대표이사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 ( 2 ) 명 5 ( 2 ) 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000,000 원 1,000,000,000 원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발표 전 외부감사인의 감사일정과 경영진 및 이사진

의 일정, 주주총회 장소 섭외등을 고려하여 3월 30일을 주추총회 개최일로 결정하

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신고와 관련하여 상기 일정을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위의 언급한 사유들

로 인해 변경이 불가하여 부득이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