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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3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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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에 의하여 제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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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3월 25일(수) 오전 0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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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29-8806)  

3. 회의목적사항

   《보고안건》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3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현금배당:  1주당 50 원, 배당액  1,828,038,750원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2명, 사외이사 2명)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익배당 예정내용

    - 현금배당:  1주당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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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세   훈 (직 인 생 략 )



제 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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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한

(출석률: 0.0%)

김병기

(출석률: 28.6%)

김정식

(출석률: 41.2%)

찬 반 여 부

1 2019.01.25 제4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불참 찬성

2 2019.01.2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 불참 찬성

3 2019.01.25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의 건 -　 불참 찬성

4 2019.02.25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　 불참 불참

5 2019.03.06 제 42기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의 건 -　 찬성 찬성

6 2019.03.06 제 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찬성

7 2019.03.29 감사위원 선임의건 -　 불참 찬성

8 2019.07.25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대환) 승인의 건 불참 - 불참

9 2019.08.09 제43기 반기재무제표 승인의 건 불참 - 불참

10 2019.08.28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불참 - 불참

11 2020.01.17 타 법인 주식 취득의 건 불참 - 찬성

12 2020.01.28 제4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불참 - 불참

13 2020.01.28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승인 불참 - 불참

14 2020.02.13 관계회사 금전대여의 건 불참 - 불참

15 2020.02.14 우리은행 운전자금 50억 차입의 건 불참 - 불참

16 2020.02.21 관계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불참 - 불참

17 2020.03.10 제 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불참 - 불참

※ 사외이사 김병기는 임기만료로 2019년 3월 29일 사임하였으며, 2019년 3월 29일

 제 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유재한을 신규 선임 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서동욱

김정식

김병기

2019.01.2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가결

감사위원회

서동욱

김정식

김병기

2019.03.06 18년도 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서동욱

김정식

유재한

2019.08.09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서동욱

김정식

유재한

2020.01.2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가결

감사위원회

서동욱

김정식

유재한

2020.03.10 19년도 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가결

※ 2019년 3월 29일 제 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유재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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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12 21,056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대여금 (주)엠에스에스글로벌(관계기업) 2019.02.28~2020.02.27 20 2.6

대여금 (주)엠에스에스글로벌(관계기업) 2019.09.01~2020.08.31 25 3.2

대여금 (주)엠에스에스글로벌(관계기업) 2020.02.17~2021.02.16 25 3.2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7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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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2019.12.31 4,548 5.9

(주)엠에스에스글로벌

(관계기업)
매입, 매출, 수익,비용 2019.01.01~2019.12.31 5,439 7.1

엠에스에스펄프(주)

(관계기업)
매입, 매출, 수익,비용 2019.01.01~2019.12.31 35,771 46.4

엠에스에스로지스틱스(주)

(관계기업)
매입, 매출, 수익,비용 2019.01.01~2019.12.31 8,746 11.3

엠에스에스에이치알엠(주)

(관계기업)
매입, 매출, 수익,비용 2019.01.01~2019.12.31 885 1.1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77,09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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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영업실적은 매출액 117,95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4.4% 증가하였으

며, 영업이익은 2,773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11.1%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

습니다. 원재료 단가 하락 및 온라인 시장 매출 확대 Brand Image 개선등을 통한 영

업이익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향후 내수경기 침체와 경쟁심화 등으로인해 유발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지속 할예정입니다. 

2019년 마스크 매출액은 3,631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12.1% 증가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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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마스크 매출액은 3,631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12.1% 증가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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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통해 매출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5) 조직도

조직도191231 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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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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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재무상태표

제 43 기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42 기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43(당) 기말 제 42(전)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41,577,156,655 　 40,496,849,531 

　　1. 현금및현금성자산 4,5 17,091,218,045 　 5,867,095,266 　

　   2. 금융기관예치금 4,5 - 　 3,000,000,000 　

　　3. 매출채권 4,5,6,24 11,043,149,440 　 11,917,129,811 　

　　4. 기타수취채권 4,5,6,24 5,001,383,282 　 4,848,869,701 　

　　5. 기타금융자산 4,5 - 　 5,016,315,000 　

　　6. 재고자산 7 8,359,266,465 　 9,786,784,997 　

　　7. 기타자산 8 59,740,988 　 60,654,756 　

　　8 .당기법인세자산 22,398,435 - 

　Ⅱ. 비유동자산 - 35,520,537,850 　 37,013,185,231 

　　1. 기타수취채권 4,5,6,24 302,685,841 　 642,084,650 　

　　2. 기타금융자산 4,5 1,515,000 　 1,515,000 　

　　3. 유형자산 9 34,250,672,880 　 35,576,069,095 　

　　4. 사용권자산 26 381,091,695 　 - 　

　　5. 무형자산 10 441,894,862 　 167,843,879 　

　　6. 이연법인세자산 142,677,572 　 625,672,607 　

　자산총계 　 77,097,694,505 77,510,034,762 

 부채 　 　 　 　

　Ⅰ. 유동부채 　 11,749,272,839 　 12,984,319,576 

　　1. 매입채무 4,5,24 4,961,719,115 　 6,365,582,438 　

　　2. 기타지급채무 4,5,11,24 3,169,763,595 　 3,742,658,388 　

　　3. 차입금 4,5,12 500,000,000 　 500,000,000 　

　　4. 당기법인세부채 - 　 198,212,916 　

　　5. 기타부채 2,914,418,997 　 2,177,865,834 　

      6. 리스부채 26 203,371,132 　 - 　

　Ⅱ. 비유동부채 　 227,414,629 　 7,547,170 

　　1. 기타지급채무 4,5,11 7,547,170 　 7,547,170 　

      2. 리스부채 26 219,867,459 　 - 　

　부채총계 　 11,976,687,468 　 12,991,866,746 

 자본 　 　 　 　

　Ⅰ. 자본금 14 　 18,885,627,500 　 18,885,627,500 

　Ⅱ. 기타불입자본 14 　 3,437,386,562 　 3,437,386,562 

　Ⅲ. 이익잉여금 14 　 42,797,992,975 　 42,195,153,954 

　자본총계 　 65,121,007,037 64,518,168,016 

 자본과부채총계 　 77,097,694,505 77,510,034,762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43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42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 원)

　과  목 제 43(당)기 제 42(전)기

Ⅰ. 매출액 117,954,229,597 113,031,338,873 

Ⅱ. 매출원가 (93,289,916,140) (92,822,962,901)

Ⅲ. 매출총이익 24,664,313,457 20,208,375,972 

Ⅳ. 판매비와관리비 (21,891,038,524) (22,704,242,912)

Ⅴ. 영업이익(손실) 2,773,274,933 (2,495,866,940)

 기타영업외수익 31,393,035 127,969,242 

 기타영업외비용 (123,128,549) (145,071,755)

 금융수익 431,235,636 313,541,821 

 금융비용 (39,328,994) (13,997,802)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073,446,061 (2,213,425,434)

 법인세수익(비용) (642,568,290) 382,210,753 

Ⅶ. 당기순이익(손실) 2,430,877,771 (1,831,214,681)

Ⅷ. 기타포괄손익 - - 

Ⅸ. 총포괄손익 2,430,877,771 (1,831,214,681)

Ⅹ.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66 (50)

자본변동표

제 43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42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 원)

　과 목 주석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8.01.01 (기초자본) 18,885,627,500 3,437,386,562 47,682,446,135 70,005,460,197 

당기순이익 - - (1,831,214,681) (1,831,214,681)

연차배당 14 - - (3,656,077,500) (3,656,077,500)

2018.12.31 (기말자본) 18,885,627,500 3,437,386,562 42,195,153,954 64,518,168,016 

2019.01.01 (기초자본) 18,885,627,500 3,437,386,562 42,195,153,954 64,518,168,016 

당기순이익 - - 2,430,877,771 2,430,877,771 

연차배당 14 - - (1,828,038,750) (1,828,038,750)

2019.12.31 (기말자본) 18,885,627,500 3,437,386,562 42,797,992,975 65,121,007,037



현금흐름표

제 43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42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 : 원)

　과 목 제 43 기 제 42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829,594,747 　 1,989,757,190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7,828,320,534 　 1,969,114,276 　

　2. 이자의 수취 420,424,213 　 326,499,479 　

　3. 이자의 지급 (39,328,994) 　 (14,100,542) 　

　4. 배당금 수취 363,600 　 1,090,800 　

　5. 법인세의 납부 (380,184,606) 　 (292,846,823)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87,831,069 　 (1,907,383,63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048,300,098 　 15,600,935,869 　

　　(1)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16,000,000,000 　 - 　

　　(2)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9,026,403,098 　 15,086,487,669 　

　　(3)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500,000,000 　

　　(4) 유형자산의 처분 21,897,000 　 14,448,2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9,560,469,029) 　 (17,508,319,499) 　

　　(1)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13,000,000,000) 　 - 　

　　(2)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4,002,910,496) 　 (15,000,000,000) 　

　　(3) 유형자산의 취득 (2,233,443,603) 　 (2,503,889,002) 　

　　(4) 무형자산의 취득 (324,114,930) 　 (4,430,497)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93,075,757) 　 (3,656,077,5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093,075,757) 　 (3,656,077,500) 　

　　(1) 배당금의 지급 (1,828,038,750) 　 (3,656,077,500) 　

　   (2) 리스부채의 원금상환 (265,037,007)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11,224,350,059 　 (3,573,703,940)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5,867,095,266 　 9,437,609,395 

Ⅵ.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227,280) 　 3,189,811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Ⅵ) 　 17,091,218,045 　 5,867,095,26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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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제42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0년 03월 25일 처분확정일 2019년 03월 29일

주식회사 모나리자 (단위:원)

구  분 당  기 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1,406,897,054 - 40,986,861,908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8,976,019,283 42,818,076,589 -

   2. 당기순이익 2,430,877,771 (1,831,214,681)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2,010,842,625)

   1. 이익준비금 - 182,803,875 -

   2. 배당금

   주당현금배당(율)

   - 당기 :  - 원( - %)

   - 전기 : 50원(10%) - 1,828,038,750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1,406,897,054 - 38,976,019,28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3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42 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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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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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단일 리스이용자 모형을 도입하여 리스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

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도입 결과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회

계기준서 제1116호의 경과 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였고,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리스기준서와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26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

특성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

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

는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되는 경우 제도의 변경 이후 회

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

(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

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

에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

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

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

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

다. 해당 해석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연차개선 2015-2017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

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

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합

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

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은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

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7A의 규정(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과 인식항목을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되며,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

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

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

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



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

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를 명확해진 정의에 따

라 개정하였습니다. 중요성 판단 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뿐만 아니라 중

요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영향과 회사가 공시할 정보를 결정할 때 정보이용자의 특성

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

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

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

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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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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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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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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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각후원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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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

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

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

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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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손상차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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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상품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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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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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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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구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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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말에 환입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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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및 "

기타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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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2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

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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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

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

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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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퇴직급

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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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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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를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이 당사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

래가격에서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2.17 리스

 

주석 2.2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사는 리스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

운 회계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석 26에서 제공합니다.

 

전기말 현재 회사가 리스이용자로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 개

시일에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상응하는 리스료 지급의무는 금융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리스부채에 포함하였습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와 금융원가로 

배분하였습니다.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

되도록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유형자산

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기간

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유의적인 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 이전되지 않는 리

스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에 따른 지급액(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순액)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

니다.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

~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1)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

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

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

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유형자산의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

다.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료(리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제외한 순액)는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

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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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

는 변동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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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

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

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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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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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창고,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사무실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일부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

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8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1월 2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2020년 3월 25일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

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

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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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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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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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

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

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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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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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창고 등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

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

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 차량

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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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

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

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43 기 제 42 기

주당배당금(단위 : 원) 50 50

배당총액(단위 : 원) 1,828,038,750 1,828,038,750

시가배당율(단위: %) 1.40 1.40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료)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

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

류주식으로 한다.

주권의 종류 삭제 및 조문이 

하나이므로 ① 문구 삭제

<신 설> 제8조의 2 (주식 및 신주인

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식,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

록계좌부에 주식,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

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

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모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

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

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제10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

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

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

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

고 이를 공고한다.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

제10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좌 동>

② <좌 동>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

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

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

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

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접수 기타 주식에 관

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

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 동> 

제11조 (주주 등의 주소, 성

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

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

명 등을 제10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

을 정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1조 <삭 제> - 주식이 전자등록이 됨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

주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제14조의 3 (사채발행에 관

한 준용기준)

제10조, 제 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조의 3 (사채발행에 관

한 준용기준)

제10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11조 규정 삭제에 따른 문

구삭제

<신 설> 제14조의 4 (사채 및 신주인

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

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

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

여 사실상 전자등록이 의무

화됨에 따라 관련 근거 신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

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는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2016.03.25.)

③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

년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좌 동>

③ <좌 동>

- 주주총회 일자 차이로 발

생하는 이사의 임기 효력을 

맞춰 불필요한 공시, 등기 등

의 업무를 줄이기 위함

제24조의 5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

여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

분의2이상은 사외이사이어

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

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

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

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회 위원 선임, 해임의 경우에

도 같다.

제24조의 5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사

임, 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좌 동>

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

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

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

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

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

록 하여야한다.

제24조의 6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제출하여 이사회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

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

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

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

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

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

구 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

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의 6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  

 의 변경 내용을 반영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

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

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

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

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

용으로 전문가의 동움을 구

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

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좌 동>

  

⑧ <좌 동>

⑨ <좌 동>

제29조의 1 (외부감사인의 

선임)

당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

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

임하며 그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

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

나 전자에 의한 통지 또는 회

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한다.

제29조의 1 <삭 제> - 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권 

변경 내용을 반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세훈 1967.01 해당없음 관계회사 등기임원 이사회

서동욱 1974.04 해당없음 등기임원 이사회

주광수 1955.12 사외이사 해당없음 이사회

김정식 1965.02 사외이사 해당없음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기간 내용

박세훈

(주)모나리자 

대표이사

2018~현재

2016~2018

2012~2015

2009~2011

(주)모나리자 대표이사

Alvarez&Marsal 한국 공동대표

한화 갤러리아 대표이사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CMO

해당없음

서동욱

MorganStanley

한국지사 상무

2015~현재

2014~2015

2011~2013

MorganStanley 한국지사 상무

Alvarez&Marsal Director

두산그룹VM팀장(상무

해당없음

주광수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2017~현재

2014~2017

2011~2013

2010

법무법인(유)세종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상근 부회장 겸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국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청장

해당없음

김정식

알파투자파트너

스(주) 대표이사

2017 ~ 현재

2013 ~ 2017

2011 ~ 2013

2006 ~ 2011

알파투자파트너스(주) 대표이사

이스타항공(주) 대표이사

이스타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웅진캐피탈(주) 대표이사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세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동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광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정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주광수 사외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전문가로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상근부회장 겸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세종의 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

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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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식 사외이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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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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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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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 정책/금융의 경력을 바탕으로 ㈜모나리자의 의사결

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제시가 가능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가 가능하여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박세훈 대표이사



확인서_서동욱



확인서_주광수



확인서_김정식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서동욱 1974.04 해당없음 등기임원 이사회

주광수 1955.12 사외이사 해당없음 이사회

김정식 1965.02 사외이사 해당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기간 내용

서동욱 MorganStanley 

한국지사 상무

2015~현재

2014~2015

2011~2013

MorganStanley 한국지사 상무

Alvarez&Marsal Director

두산그룹VM팀장(상무

해당없음

주광수 법무법인(유) 

세종 고문

2017~현재

2014~2017

2011~2013

2010

법무법인(유)세종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상근 부회장 겸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국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청장

해당없음

김정식 알파투자파트너

스(주) 대표이사

2017 ~ 현재

2013 ~ 2017

2011 ~ 2013

2006 ~ 2011

알파투자파트너스(주) 대표이사

이스타항공(주) 대표이사

이스타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웅진캐피탈(주) 대표이사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서동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광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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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 정책/금융의 경력을 바탕으로 ㈜모나

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제시가 가능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

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가 가능하여 추천함



확인서

감사위원 확인서_서동욱



감사위원 확인서_주광수



감사위원 확인서_김정식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2,112,904원

최고한도액 1,0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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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20년 3월 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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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