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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9년 3월 20일

감사의견

 

우리는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 )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

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

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18년 12월 31일 및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

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

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

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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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

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

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

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

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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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

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에 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

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

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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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삼  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용 모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9년 03월 2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

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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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제 2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제 1 기

2017년 07월 19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조성훈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2층(여의도동, 대영

빌딩)

(전   화) 02-3215-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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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2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1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552,975,676 　 489,545,928 

(1) 당좌자산            552,975,676 　 489,545,928 

현금및현금성자산(주3)  462,362,783 450,777,442 　

미수수익(주7)  10,829 9,116 　

부가가치세대급금  90,472,284 38,680,940 　

당기법인세자산  129,780 78,430 　

Ⅱ. 비유동자산       52,042,624,397 　 30,694,704,649 

(1) 유형자산(주4,6)       52,042,624,397 　 30,694,704,649 

토지  23,544,306,400 23,544,306,400 　

건설중인자산(주13,15)  28,498,317,997 7,150,398,249 　

자 산 총 계       52,595,600,073 　 31,184,250,577 

부         채 　 　

Ⅰ. 유동부채            100,629,422 　 157,090,045 

미지급금(주7) 27,100,000 141,973,334 　

미지급비용(주7) 73,529,422 15,116,711 　

Ⅱ. 비유동부채 27,600,000,000 　 5,500,000,000 

장기차입금(주5,6,12) 27,600,000,000 5,500,000,000 　

부 채 총 계       27,700,629,422 　 5,657,090,045 

자         본 　 　

Ⅰ. 자본금(주1,8)         5,200,000,000 　 5,200,000,000 

보통주자본금 3,200,000,000 3,200,000,000 　

우선주자본금 2,000,000,000 2,000,000,000 　

Ⅱ. 자본잉여금(주8)       20,144,420,806 　 20,771,121,760 

주식발행초과금 19,904,420,806 20,531,121,760 　

감자차익(주14) 240,000,000 240,000,000 　

Ⅲ. 결손금(주9) 449,450,155 　 443,961,228 

미처리결손금 (449,450,155) (443,961,228) 　

자 본 총 계       24,894,970,651 　 25,527,160,532 

부채와자본총계       52,595,600,073 　 31,184,250,577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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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제 2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 기 2017년 07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Ⅰ. 영업수익 - 　 - 

Ⅱ. 영업비용 449,455,904 　 444,094,637 

급여(주16) 2,400,000 800,000 　

자산관리수수료(주12,15) 243,914,458 74,209,961 　

자산보관수수료(주12) 32,374,132 9,894,662 　

사무관리수수료(주12) 32,374,132 10,912,690 　

세금과공과금(주16) 45,646,500 837,000 　

지급수수료(주15) 92,353,325 337,722,034 　

기타비용 393,357 9,718,290 　

Ⅲ. 영업손실 449,455,904 　 444,094,637 

Ⅳ. 영업외수익 5,768 　 133,409 

이자수익 - 36,985 　

잡이익 5,768 96,424 　

Ⅴ. 영업외비용 19 -

잡손실 19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449,450,155 　 443,961,228 

Ⅶ. 법인세비용(주10) - 　 - 

Ⅷ. 당기순손실 449,450,155 　 443,961,228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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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 2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 기 2017년 07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7.07.19 (설립시) - - - - 

     자본납입 300,000,000 - - 300,000,000 

     유상증자 5,140,000,000 20,531,121,760 　- 25,671,121,760 

     무상감자 (240,000,000) 240,000,000 　- - 

     전기순손실 - - (443,961,228) (443,961,228)

2017.12.31 (전기말) 5,200,000,000 20,771,121,760 (443,961,228) 25,527,160,532 

2018.01.01 (당기초)              5,200,000,000            20,771,121,760               (443,961,228)            25,527,160,532 

    결손보전 -              (443,961,228)                 443,961,228                                -

    현금배당 -               (182,739,726) -               (182,739,726)

    당기순손실 - -               (449,450,155)               (449,450,155)

2018.12.31 (당기말)              5,200,000,000            20,144,420,806               (449,450,155)            24,894,970,651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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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 2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 기 2017년 07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57,755,185) 　 (325,639,669)

1. 당기순이익(손실) (449,450,155) (443,961,228)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108,305,030) 118,321,559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1,713) (9,116)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51,791,344) (38,680,940)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51,350) (78,43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14,873,334) 141,973,334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58,412,711 15,116,71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347,919,748) 　 (30,694,704,64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1,347,919,748) (30,694,704,649) 　

 토지의 증가 - 23,544,306,400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21,347,919,748 7,150,398,249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917,260,274 　 31,471,121,76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2,100,000,000 31,471,121,760 　

 출자금의 납입 - 300,000,000 　

 유상증자 - 25,671,121,760 　

 장기차입금의 증가 22,100,000,000 5,5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82,739,726) - 　

현금배당 182,739,726 - 

Ⅳ. 현금의증가(Ⅰ+Ⅱ+Ⅲ) 11,585,341 　 450,777,442 

Ⅴ. 기초의현금 450,777,442 　 - 

Ⅵ. 기말의현금 462,362,783 　 450,777,442 

별첨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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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18년 12월 31일 현재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일반 사항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7년 7월 1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개발사

업, 주택건설사업, 임대차, 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정관 및 부동산투자회

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등의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 얻은 수익

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3,200백만원, 우선주 2,000백만원이며, 주주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보통주 우선주 합계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

발㈜)
520,000 81.25% - - 520,000 50.00%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40,000 6.25% - - 40,000 3.85%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주) 40,000 6.25% - - 40,000 3.85%

에이치디씨자산운용㈜ 40,000 6.25% - - 40,000 3.8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200,000 50.00% 200,000 19.23%

새마을금고중앙회 - - 80,000 20.00% 80,000 7.69%

농협생명보험㈜ - - 120,000 30.00% 120,000 11.54%

합계 640,000 100.00% 400,000 100.00% 1,040,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며, 회사가 채택하고 있

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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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

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

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도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

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수익의 인식기준

회사는 임대수익의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하

고, 분양전환 수익의 경우에는 재화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

상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법인세비용

회사의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

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무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

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과목으로 하여 차기 이후에 발생

하는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상계처리하고 있으나, 일시적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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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법인세효과는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여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최초측정

회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

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금융

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

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제공(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

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

재가치평가기법을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합니다. 다만, 제공하거나 수취

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도,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 급부(예를 들어 생산물 공급가액의 제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

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전체

를 금융상품의 최초인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위험

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과 같이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

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를 최초인식하

는 공정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현재가치 측정시에 당해 거래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동종시장이자율과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동

종시장이자율을 적용하고, 동종시장이자율을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

중평균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회사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회사에 적용될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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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측정

회사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고 있습니다.

2-6. 차입원가자본화

회사는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

매 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당해 자산의 취득

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이익잉여금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익처분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

립을 규정한 상법 제458조가 적용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또

한,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1항이 적용 배제

되어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이 가능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종  목 종류 예입처
당기말 현재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현금성자산 보통예금등 농협은행 0.10  462,362,783 450,777,442 

합  계 462,362,783 450,77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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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단위 : 원)

구 분 토지 건설중인자산 당기말

기초순장부금액 23,544,306,400 7,150,398,249 30,694,704,649 

취득 - 21,347,919,748 

감가상각 - - - 

대체 - - - 

기말순장부가액 23,544,306,400 28,498,317,997 52,042,624,397 

취득원가 23,544,306,400 28,498,317,997 52,042,624,397 

감가상각누계액 - - - 

- 전기 - 

(단위 : 원)

구 분 토지 건설중인자산 당기말

기초순장부금액 - - - 

취득 23,544,306,400 7,150,398,249 30,694,704,649 

감가상각 - - - 

대체 - - - 

기말순장부가액 23,544,306,400 7,150,398,249 30,694,704,649 

취득원가 23,544,306,400 7,150,398,249 30,694,704,649 

감가상각누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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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당기말 현재 보유 토지의 장부가액 및 공시지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소재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42 11,000 23,544,306,400 11,330,000,000

2018년 7월 일산3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절차 완료에 따라 소재지번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223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42로 변경되었

습니다. 

5. 장기차입금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차    입    처 내    역 연이자율(%) 차입일 만기일 당기말 전기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일반대출 4.42 2017.09.08 2030.03.08 9,460,000,000 1,880,000,000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대출 4.42 2017.09.08 2030.03.08 9,070,000,000 1,810,000,000 

농협생명보험(주) 일반대출 4.42 2017.09.08 2030.03.08 9,070,000,000 1,810,000,000 

합     계 27,600,000,000 5,500,000,000 

회사가 장기차입금 조달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차    입    처 내    역 연이자율(%) 약정한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일반대출 CD91일물+2.52% 21,000,000,000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대출 CD91일물+2.52% 20,000,000,000 

농협생명보험(주) 일반대출 CD91일물+2.52% 20,000,000,000 

합     계 61,000,000,000 

회사는 「주택임대관리 위탁· 수탁 계약서(자기관리형)」에 따라 사업건물의 자기관

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인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주) 로부터 최초로 임대차보증금(계

약금, 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대출금 중 29,400,000천원을 조기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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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보제공자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관련채무금액 채무종류/사유 담보권자

토지 고양일산3구역 사업부지 23,544,306,400 27,600,000,000 장기차입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7. 기타금융자산부채

당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기타금융자산

  미수수익  10,829 9,116 

합  계 10,829 9,116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27,100,000 141,973,334 

  미지급비용 73,529,422 15,116,711 

합  계 100,629,422 157,0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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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당기말 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수권주식수(주) 발행주식수(주) 1주당 액면가액(원) 자본금

보통주
100,000,000 

640,000 5,000 3,200,000,000 

우선주 400,000 5,000 2,000,000,000 

합계 100,000,000 1,040,000 5,000 5,200,000,000 

(2) 당기말 현재 우선주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주식의 종류 상환우선주

주식의 수량 400,000주

1주의 인수가액 25,000원

인수총액 100억원

인수일 2017.09.07.

우선주의 내용

이익배당시 우선주 발행가액의 연 5.8%로 우선배당함.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

연도 이익 배당시 우선적으로 배당함.

청산시 우선주에 대한 미배당금액과 우선주 원금 및 잔여재산(보통주

발행가액의 연6%로 계산한 이익배당과 보통주 원금을 차감한 잔액)

의 10%를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배당함.

한편, 회사는 주주간협약에 따라 우선주의 신주인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150개월이 

되는 시점에 회사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작업을 개시하기로 약

정하고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19,904,420,806원과 감자차익 240,0

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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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사의 당기 및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당)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제 1(전) 기
2017년 07월 19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2017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9년 03월 28일 처분일 2018년 03월 28일

(단위 : 원)

과   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Ⅰ. 미처리결손금 449,450,155 　 443,961,228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2. 당기순손실 449,450,155 443,961,228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580,000,000 182,739,726 

  1. 배당금 580,000,000 182,739,726 

Ⅲ. 결손금처리액 1,029,450,155 626,700,954 

  1. 주식발행초과금 1,029,450,155 626,700,954 

Ⅳ.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10. 법인세비용

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 동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바, 회사는 향후 배당가능이익을 전액 배당

할 예정이므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일시적 차

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11. 포괄손익계산서

당기 회사의 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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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자산관리계약

회사는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와 자산운용에 관한 부동산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

분과 관련된 업무, 부동산의 임대차, 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에 의한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있으며,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분기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

니다. 

구   분 내    용

매입수수료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입수수료로 

금 삼억원(\300,000,000)(부가가치세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운용수수료

실착공일 이후부터 본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 분기마다 금 오천육백이십오만원(\56,250,000)(부가가치세별도

)을 해당 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위 기

간 동안 운용수수료는 실착공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직전 연도 대

비 1.5%씩 인상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보관계약

회사는 NH투자증권과 부동산, 증권, 현금 등의 보관 및 관리 업무, 이외 청산 관련 업

무 등에 대한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30,000천원을 자산보관수수료로 매 분

기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일반사무수탁계약

회사는 하나펀드서비스(주)와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운영, 계산에 관한 사무, 세무에 관한 업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

시 업무, 해산 및 청산 업무 등에 대한 일반사무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개발기간은 연

간 30,000천원, 운용기간은 연간 45,000천원을 일반사무수탁수수료로 하여 매 분기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주택임대관리 위탁· 수탁 계약

회사는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주)와 임대주택 등의 주택임대관리 위탁· 수탁 계약

을 체결하여, 회사는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주)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

조 제10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에이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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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이서비스(주)에게 임대주택 등 일체를 임대하고,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주)는 회

사에 임대주택 등의 전대수익의 증감, 전대차계약의 존재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월 168,660천원의 임대료 및 임대차보증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습니다.

(5) 당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융기관 한 도 사용 금액

장기차입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1,000,000,000 9,460,000,000 

새마을금고중앙회 20,000,000,000 9,070,000,000 

농협생명보험(주) 20,000,000,000 9,070,000,000 

회사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고양일산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부터의 사업부지 매수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회사는 그 매수인 지위를

 유효하게 승계하여 동 사업부지의 매매잔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회사는 상기 대

출약정에 따라 대주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생명보험(주)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회사가 소유

하고 있는 고양 일산3구역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지급보증

회사는 시공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고양 일산 3구역 도시개

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책임준공 보증을 제공받고 있

으며,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공사는 회사의 장기차입금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를 이행하기로 대주들과 약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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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융비용 자본화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누적적으로 자본화한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기차입금 이자비용 740,762,938 53,208,489 

합계 740,762,938 53,208,489 

자본화한 금융비용 740,762,938 53,208,489 

손익계산서 금융비용 - - 

한편, 회사가 당기에 금융비용을 자본화함에 따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 항

목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단위 : 원)

구 분 자본화한 경우(A) 자본화하지 않은 경우(B) 차 액(A-B)

건설중인자산 28,498,317,997 27,757,555,059 740,762,938 

이자비용 - 687,554,449 687,554,449 

당기순손실 449,450,155 1,137,004,604 687,554,449 

- 전기 - 

(단위 : 원)

구 분 자본화한 경우(A) 자본화하지 않은 경우(B) 차 액(A-B)

건설중인자산 7,150,398,249 7,097,189,760 53,208,489 

이자비용 - 53,208,489 53,208,489 

당기순손실 443,961,228 497,169,717 53,20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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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당기 중 현

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감자차익 - 240,000,000

주식발행초과금전입  443,961,228 - 

15. 특수관계자 거래

(1) 당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지배회사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

기타 특수관계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에

이치디씨현대이피㈜,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에이치디씨스포츠㈜, 

호텔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영창㈜, 

천진영창악기유한회사, 천진영창강금주건유한공사, 

A N D Music Corp., Hyundai(Sanhe)  Engineering Plastics

 Co., Ltd. 에이치디씨현대피씨이㈜,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India Private Limited.

Guangdong Hyundai Engineering Plastics Co.,Ltd. 

Hyundai (Dafe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Hyundai (Chongqing) Engineering Plastics Co., Ltd

삼양식품㈜, 현대선물㈜,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아이시어스㈜, Icontrols Vietnam Co., Ltd. 

HDC자산운용㈜, 통영에코파워㈜, 

HDC INDIA PRIVATE Ltd. , HYUNDAI-BYUKSAN JV

HYUNDAI DVP S.R.L,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HDC리츠1호), 

㈜동탄92블럭아이파크제이알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

자회사(㈜동탄92블럭),부동산일일사㈜, 에이치디씨부동

산콘텐츠㈜, 미래비아이㈜

- 22 -



(2) 당기 및 전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 

(단위 : 원)

특수관계자 내용 당기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19,834,400,000 

소계 19,834,400,000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자산관리수수료 226,027,173 

소계  226,027,173 

- 전기 - 

(단위 : 원)

특수관계자 내용 전기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토지의 취득 19,926,280,000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6,028,710,000 

소계 25,954,990,000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자산관리수수료 74,209,961 

지급수수료 324,203,022 

기타비용 5,750,000 

소계 404,162,983 

(3)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당기 전기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미지급금 - 118,360,000 

합   계 - 118,360,000 

(4) 회사는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등으로부터 책임준공 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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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 및 금액

회사의 당기 중 부가가치 산정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임원급여 2,400,000 800,000 

세금과공과금 45,646,500 837,000 

합계 48,046,500 1,637,000 

17. 재무제표 확정일 등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9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보고

기간 종료일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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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감사대상 사업연도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ㆍ

세무ㆍ가치평가

 등 전문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합계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1 1 1 1 1 1 - - - - - - 3 3

투입

시간

분ㆍ반기검토 - - - - - - - - - - - - - -

감사 2 2 8 8 60 60 - - - - - - 70 70

합계 2 2 8 8 60 60 - - - - - - 70 70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2018년11월1일 1 일

주요내용 감사위험 점검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2019년2월11일 1 일 2 명 - 명 기말감사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O 채권채무조회 X 변호사조회 X

기타조회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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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수행시기 감사계획 및 감사종결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

수행시기 - - 일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19년 02월 11일 감사 대면보고 감사상 이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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