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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Ⅰ. 회사의 현황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

2) 설립일 2017.07.19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2층(여의도동, 대영빌

딩)

4) 자산 및 자본금, 부채 (기준일자) 2019.09.30 (단위: 원)

총자산  86,053,619,016

자본금  5,200,000,000

부채  63,234,299,721

5) 자산관리회사 에이치디씨자산운용㈜

6) 사무수탁회사 ㈜하나펀드서비스

7) 자산보관회사 NH투자증권㈜

8) 비고

(1)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 해산사유

①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② 주주총회의 결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⑥ 국토교통부장관 영업인가의 취소

⑦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⑧ 설립 후 1년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 신용평가결과



2. 회사의 연혁

1)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상호의 변경,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주요 자산취득일
등을 기재)

가)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 2017. 07. 19 발기인총회
- 2017. 07. 19 회사설립(자본금 3억원)
- 2017. 07. 25 업무위탁 계약 체결 
               자산관리위탁계약체결(HDC자산운용㈜)
               자산보관위탁계약체결(NH투자증권㈜)
               일반사무위탁계약체결(하나펀드서비스㈜)
- 2017. 08. 30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 2017. 09. 08 유상증자 (자본금 51.4억원)
- 2017. 10. 11 무상감자 (2.4억원)
- 2019. 09. 30 사용등록승인 및 준공완료
나)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 해당사항 없음
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발기인·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및 연혁 비고

에이치디씨㈜ 110111-0279433 1986.11.29 설립
결격요건 해

당없음

※ 비고란에는 법 제7조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

※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지, 근무기간 및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직명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및 연혁 비고

대표이사 조성훈 1971.09.28
13.06~현재 에이치디씨㈜ 

부장

결격요

건 해당

없음

이사 백창희 1973.11.23
18.12~현재 에이치디씨아이서비

스㈜ 차장

결격요

건 해당

없음

이사 공광열 1973.02.13
16.05~현재 에이치디씨아이콘트

롤스㈜ 부장

결격요

건 해당

없음

감사  허용 1977.09.28 17.04~현재 태성회계법인 이사

결격요

건 해당

없음

※ 비고란에는 법 제14조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

※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지, 근무기간 및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주식 및 자본에 관한 사항

1)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한 주식의 내용

[  2019.09.30   현재]
(단위 : 원, 주)

구분 종류 발행주식수
주당 발행가

액

주당 액면가

액
비고

기명식 보통주 640,000 25,000 5,000

기명식 우선주 400,000 25,000 5,000

(2) 자기주식 취득현황

(단위 : 원, 주)

취득일자 종류 주식수량 취득가액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3) 현물출자 현황

(4) 비고(주식매수선택권 여부,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 등을 기재)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1,040,000주



2) 자본금 변동상황

(단위 : 원, 주)

일자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중(감)자한

자본금
중(감)자 후

자본금
중(감)자

비율
종류 수량 주당

발행가액
주당

액면가액

2017.07.
19

설립자본
금 보통주 60,000 5,000 5,000 300,000,000 300,000,000 0.00%

2017.09.
08 유상증자 보통주 628,000 25,000 5,000 3,140,000,000 3,440,000,000 1046.67%

2017.09.
08 유상증자 종류주 400,000 25,000 5,000 2,000,000,000 5,440,000,000 58.14%

2017.10.
11 무상감자 보통주 -48,000 5,000 5,000 240,000,000 5,200,000,000 -4.41%

3) 자본금 변동예정 등



4. 주주현황

1) 최대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현황

【  2019.09.30   현재】

성명 관계 내/
외국인 국적 기관/

개인
청약예외

주주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원인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에이치
디씨㈜

최대
주주 내국인 기관 해당사항없

음 보통주
520,000 520,000

(50.00%) (50.00%)

에이치
디씨아
이서비
스㈜

특별
관계
자

내국인 기관 해당사항없
음 보통주

40,000 40,000

(3.85%) (3.85%)

에이치
디씨아
이콘트
롤스㈜

특별
관계
자

내국인 기관 해당사항없
음 보통주

40,000 40,000

(3.85%) (3.85%)

에이치
디씨자
산운용

㈜

특별
관계
자

내국인 기관 해당사항없
음 보통주

40,000 40,000

(3.85%) (3.85%)

※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함

※ 청약예외주주란에는 시행령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각 호 중 해당되는 호를 기재



2) 주요주주(10%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  2019.09.30   현재】

순위 성명 내/
외국인 국적 기관/

개인
쳥약예외

주주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1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내국인 기관 해당사항

 없음 우선주 200,000 19.23%

2 농협생명보
험㈜ 내국인 기관 해당사항

 없음 우선주 120,000 11.54%



3)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  2019.09.30   현재】

구분
주주수

(명)
비율 주식수 비율 비고

최대주주 4 57.14% 640,000 61.54%

주요주주 2 28.57% 320,000 30.77%

소액주주

-개인
0.00% 0.00%

소액주주

-법인
1 14.29% 80,000 7.69%

합계 7 100.00% 1,040,000 100.00%

4) 주가변동사항

월별 년 월 년 월 년 월 비고

최고가(일자)

최저가(일자)

월간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 주가는 월별 종가기준으로 기재



5.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 등의 분배방침

당해 회사의 배당금액은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
로 배당할 계획임.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를 한도로 초과배당을 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별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당기순이익 및 세무
상 과세소득, 자본적 지출계획을 포함한 당해 사업계획, 당해 사업연도말의 현금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배당금액의 확정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승
인 받아 결정할 것입니다. 

2) 최근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주당액면가액: 5,000원] (단위 : 원, %)

구분 제  2기 제  1기 제  -기 제  -기

당기순이익 -449,450,155 -443,961,228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0 0

당기감가상각비

등
- - - -

이익배당한도 - - - -

배당금 580,000,000 182,739,726

주당배당금 558 176

배당수익율 2.26% 1.39% - -

연환산배당율 2.26% 3.06% - -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가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상법 시행령 제19조의 미실현이익
- 기타(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등)

※ 당기 감가상각비 등 : 당기 감가상각비 + 전기이전 감가상각비 초과배당누적액

※ 이익배당한도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당기 감가상각비 등



※ 주당배당금 : 배당금 / 발행주식수

※ 배당수익율 : 배당액 / [ (기초납입자본금+기말납입자본금)/2 ] 로 계산

※ 1기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경우, 비교목적으로 연환산배당율을 다음의 산식으로 추가기재
연환산배당율 : 배당수익율 x 365일 / (해당사업연도의 일수)



제 2 부 자산의 투자·운용 및 자산의 구성·변경 현황

Ⅰ. 총자산의 투자·운용 및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항목

전분기 당분기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자산총

액
비율

자산총

액
비율

부동산 0.00 0.00
92.79

부동산개발사업 71,025 98.96 79,845 92.79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0.00 0.00 0.00

현금 590 0.82 5,951 6.92 6.92

기타 자산 154 0.22 258 0.30 0.30

총계 71,770 100.00 86,054 100.00 100.00

※ 1. 부동산은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개발사업,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金),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을 말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구조조정부동산을
별도 표시)

2.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은 법제2조3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함

3. 현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제외함

4. 기타는 자산 중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말함



1. 부동산(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

1) 소유 부동산별 개요

부동산명 위치
완공

(개축)일자
취득일자

담보 및 부채내

역

1

토지(일산3구

역 2차

 IPARK)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1842

2019-09-

30

2017-09-

08

미상환대출원금

의 130%

※ 준공시 잔금지급예정으로 준공후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는 제외

* 2019.09.30 준공완료, 2019.11월중 건물보존등기 예정



2) 소유 부동산별 금액현황

(단위 : 백만원)

부동산명
취득가액 취득후

자본적지출 평가손익 감가
상각

누계액

손상
차손

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1
토지(일산
3구역 2차
 IPARK)

22,644 900 23,544



3) 소유 부동산별 임대현황

부동산명

임대가능

면적

(㎡)

임대면적

(㎡)

임대율

(임대면적

/임대

가능면적

,%)

임대차

계약수

1
토지(일산3구역 2차

 IPARK)
0.00 0.00 0

* 2019.09.30 준공완료, 2019.11월중 건물보존등기 예정



2. 분기말 현재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종목명 취득금액
당해 분기말

현재 가액
자산구성비

자료가 없습니다.



3. 현금(금융기관 예치내역 포함) 현황

(단위 : %, 백만원)

예치 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전분기예치금 당분기예치금 비고

보통예금 NH농협은행 0.1%~ 590 5,951



4. 분기말 기타 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종목명 취득금액
당해 분기말

현재 가액
비고

기타자산

선급비용 86 86

미수수익 1 1

부가세대급금 171 171

기타

*기타 : 선납세금(91,610원)



Ⅱ. 총자산의 변경내역

1. 당분기동안의 부동산 매입·매각

(단위 : 백만원)

구분 부동산명 위치 거래일자 매매가액 거래비용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 매각의 경우 비고란에 취득한 금액, 보유기간 등 간략히 기재

* 2019.09.30 준공완료, 2019.11월중 건물보존등기 예정

2. 당분기동안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거래내역

- 당분기동안에 거래된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의 거래내역, 거래에 따른 이익현황, 거래비용
등을 간략하게 기재

 

3. 현금(금융기관 예치내역 포함)변경내역

(단위 : %, 백만원)

예치 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전분기예치금 당분기예치금

보통예금 NH농협은행 0.1%~ 590 5,951

4. 기타 자산 변경내역

*선급비용: 85,994,716 추가 인식 및 3,523,890 상각(보험료 선급금)



제 3 부 자산 및 수익과 비용에 관한 사항

Ⅰ. 총수입금액 및 수입구조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부동산

임대료 -

분양수익

(처분수익)
-

기타수익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이익 -

처분이익 -

이자,배당금 등 -

현금 현금관련수익 -

기타자산
기타자산관련수

익
-

기타 19,167,346 100.00%

재산세 환급액

 및 연체이자수

령

총 수 익 19,167,346 100.00%

※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이익란에는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이익만 포함

※ 기타란에는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는 수익을 기재



Ⅱ. 부문별 상세내역

1. 부동산(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

1) 부동산 임대료 수익

부동산명 임대료(원) 비율(%) 비고

1
토지(일산3구역 2차

 IPARK)



2) 부동산 처분수익

(단위 : 원)

부동산
명 취득가액 평가손익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매매가액 처분손익 비율(%)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분양수익은 비고란에 구분 기재



2.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처분손익, 평가손익, 이자 및 배당금

(단위 : 원)

구
분 매매손익 평가손익 이자 및 배당금 비율(%)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3. 현금(금융기관 예치내역 포함)

(단위 : %,원)

예치 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전분기예치금
발생수익

당분기예치금
발생수익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4. 기타 자산 수익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Ⅲ. 총 비용 및 지출구조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부동산

분양원가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115,817,134 93.47%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손실

처분손실

기타비용

현금 현금관련비용

기타자산
기타자산관련비

용

기타 8,092,489 6.53%

총비용 123,909,623 100.00%

※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손실란에는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손실만 포함

※ 기타란에는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는 비용을 기재



Ⅳ. 상세내역

1. 부동산 영업경비

(단위 : 원)

구분 합계 토지(일산3구역
 2차 IPARK) ex)부동산명2 ex)부동산관련유가

증권1 현금

분양원가

급여

상여 600,000 600,000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자산관리수수료
(AMC수수료) 61,809,417 61,809,417

부동산관리수수료
(PM,FM등)

자산보관수수료 8,092,489 8,092,489

일반사무
위탁수수료 8,092,489

기타지급수수료 8,600,601 8,600,601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36,396,360 36,396,360

광고선전비

보험료

임차료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유지비

청소비

수도광열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1,437 1,437

이자비용

금융리스이자비용

기타영업비용 316,830 316,830

구분 기타자산 기타

분양원가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자산관리수수료
(AMC수수료)



부동산관리수수료
(PM,FM등)

자산보관수수료

일반사무
위탁수수료 8,092,489

기타지급수수료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보험료

임차료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유지비

청소비

수도광열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이자비용

금융리스이자비용

기타영업비용



2. 업무위탁비용

구분 종류 위탁기관 대상물건, 위탁비율, 계산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위탁비용
(원)

자산관리회사

기본보수(매입)

에이치디씨자산운용㈜

- 매입수수료: 300,000,000원(부가세 별도)
- 지급시기: 본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성과보수(매입)

기본보수(운용)

- 운용수수료: 연간 22,500만원(부가세 별도)
매 분기마다 56,250,000원
운용수수료는 실착공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직전 연도 대비 1.5%씩 인상
- 지급시기: 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

61,809,417

성과보수(운용)

기본보수(매각)

성과보수(매각)

사무수탁회사 위탁보수 ㈜하나펀드서비스

- 개발: 연간 3,000만원(부가세 별도),
매분기마다 7,500,000원
- 운용: 연간 4,500만원(부가세 별도),
매분기마다 11,250,000원
- 지급시기: 매분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8,092,489

자산보관회사 위탁보수 NH투자증권㈜
- 수수료: 연간 3,000만원(부가세 별도),
매분기마다 7,500,000원
- 지급시기: 매분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8,092,489

시설관리회사 위탁보수

임대관리회사 위탁보수

재산관리회사 위탁보수

합 계 77,994,395



Ⅴ. 자기자본수익률

(단위 : %)

구분 제 3기 3분기 제 3기 2분기 제 3기 1분기 제 2 기 4분기

당해회사수익률 -7.95 -10.89 -14.29 -1.75

※ 수익률은 회계적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로서 연단위로 환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1사분기수익률={1+(당분기순이익/[(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말납입자본금)/2])}^4 -1
2사분기수익률={1+(당반기순이익/[(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말납입자본금)/2])}^2 -1
3사분기수익률={1+(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순이익/[(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말납입자본금)/2])}^4/3 -1
4사분기수익률=(당기순이익/[(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말납입자본금)/2])

※ 납입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상기산식은 1기 사업연도가 12개월일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1기의 사업연도가 6개월일
경우 상기 산식을 준용하여 최근 1년간 분기별 연환산 자기자본수익율을 제시할 것

※ 수익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할 것



제 4 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

Ⅰ.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1. 개요

(단위 : 백만원)

개발사업명 소재지 개발규모
(㎡)

준공
예정일 공정률 총사업비 총

투자금액
기

투자금액 비고

일산3구역 2차
 I-PARK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1842

11,000.000
0

2019-09-
30 100.00% 119,845 119,845 79,845

※ 1. 총사업비는 당해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를 말함

2. 총투자금액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말함

3. 기투자금액이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이미 투자한 총금액을 말함



2. 당분기에 추진중인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1) 부동산개발사업명(1)

일산3구역 2차 IPARK

·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일산3구역 2차 IPARK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42

대지면적 11,000.00㎡

건폐율 28.09%

용적율 228.96%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형식 평지붕

공급세대수 214세대

공급면적 22.764.56㎡

평형구성 74형(69세대) / 84형(145세대)

건축규모 지하3층~지상19층, 4개동 및 상업시설

·자금의 조달, 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금액 비고

투
자
금
액

토지매입비 23,381 취득세 등 포함

건설비 59,151 부대비용 포함, 도급4.13백만원/3.3㎡

부담금및제세공과금 1,927 각종 부담금, 보존등기비 및 보유세

모집비용 1,142 MH건립, 관고선전, 모집대행 등

부대비용 2,300 외주용역수수료, 민원처리비 등



금융관련비용 14,241 이자, 금융수수료 등

리츠운영비 5,029 자산관리, 사무수탁, 자산보과, 기타, 예비비

임대운영비 12,674 임대관리위탁, 특별수선충당금, 매각경비

합계 119,845

자
금
조
달

자기자본 26,000 민간투자자, 재무적투자자

보증금 34,140 세대별임차인

민간차입(*) 59,705 민간차입

합계 119,845

* 상기타인자본(민간차입)은 중도상환금액을 제외한 전체 차입액입니다.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영업수익 506 2,024 2,041 2,092 2,110

영업비용 1,338 920 3,084 2,629 2,950 2,658 2,980

영업이익 -1,338 -920 -2,578 -605 -909 -566 -870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295 1,180 1,180 1,180 1,180

법인세비용차감적순
손익

-1,338 -920 -2,872 -1,785 -2,088 -1,746 -2,050

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 -1,338 -920 -2,872 -1,785 -2,088 -1,746 -2,050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계획
①자산운용위험 관리계획
다른 주식 관련 투자와 같이, 당해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회사주식의 가치는 보장되지 아니하며 회사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가능한 손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당해 회사



는 투자부동산의 매입 및 운영, 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위험회피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투자자산에
대한 위험 이외에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은 투자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이므로 투자결정시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회사 경영 및 운영 위험 관리계획
가. 환금성 등 주식 관련 위험
당해 회사의 주식은 사모형식으로 모집되며 존속기한까지 비상장으로 존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
해 회사는 폐쇄형 명목회사로서 원칙상 환매가 제한되므로 환금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유동성 관련 위험
당해 회사의 주식은 존속 기간 내에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외거래를 통해
서만 보유주식의 매각이 가능하나 매수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단시일 내에 매각이 어려우며 기
대가격 이하로 매각하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 대리인 및 이해상충위험 관련
당해 회사는 서류상 회사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
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탁회사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량
부족과 업무 태만이 나타날 경우 당해 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독자적인 업무
및 이익창출 활동을 더 우선시 할 경우 당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리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위탁업
무회사와의 계약해지와 퇴출기준을 각 위탁계약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며, 내부통
제기준과 감사인 제도를 두어 당해 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간 원활
한 업무의 조정과 이해상충 소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라. 제도변화 위험 관련
향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당해 회사의 자산운용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고 이에 따라 배당률과 수익률이 변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동에
의해 당해 회사의 예상 배당률과 수익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회사는 법 개정이
예상된 경우에 사전대비와 이에 대한 영향분석을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법 개정과 제도변화에 따
른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합리적
인 투자대상을 선정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의 수익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 공사시공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설계 : 예촌건축 건축사사무소㈜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식의 상장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
당해 회사는 사모형식으로 설립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예정으로 환금성 및 유동성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당해 회사는 해산 시까지 비상장을 유지할 계획으로 환금성에 상당한 제약이 있
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중요한 사항
①당해 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 총액이 최저자본금(50억원)에 미달하는 경
우 영업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최저자본금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
의 인수청약자는 당해 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인수청약이 있는 주식의 수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설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④당해 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는 관련 법령상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주주인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자자 이외의 어떠한 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당해 회사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가.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의 위험
나. 부동산자산 매입운용처분 관련 위험(소유권 제한의 위험, 물적, 기술적 하자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의 위험, 책임임차인의 신용위험, 공실 위험, 관리비용증가 위험, 역부채효과 위험, 재해 등 불
가항력에 대한 위험 등)
다. 환금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환금성 등 주식 관련 위험, 유동성 관련 위험)
라. 회사 경영 및 운영 등 기타 위험(대리인 및 이해상충 관련 위험, 제도변화 관련 위험, 현금 및 증
권의 운용관련 위험)

2) 부동산개발사업명(2)

3) 장래 예정인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제 5 부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Ⅰ. 재무상태표

당기 제 3 기 3 분기 기준일 2019.09.30 현재
전기 제 2 기 기말 기준일 2018.12.31 현재

회사명: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3 (당)기 3 분기 제 2 (전)기 기말

금액 금액

I. 자 산

 1. 유동자산 6,208,517,816 552,975,676

  1) 현금및현금성자산 5,950,948,494 462,362,783

  5) 미수수익 1,007,783 10,829

  9) 선급비용 85,608,089

  10) 부가세대급금 170,861,840 90,472,284

  11) 선급법인세 91,610 129,780

  14) 재고자산 0 0

 2. 비유동자산 79,845,101,200 52,042,624,397

  4) 유가증권 0 0

  5) 유형자산 79,845,101,200 52,042,624,397

   토지 23,544,306,400 23,544,306,400

   건설중인자산 56,300,794,800 28,498,317,997

  6) 투자부동산 0 0

  7) 무형자산 0 0

           자 산 총 계 86,053,619,016 52,595,600,073

 1. 유동부채 278,099,721 100,629,422

  6) 미지급금 123,500,598 27,100,000

  7) 미지급비용 154,599,123 73,529,422

 2. 비유동부채 62,956,200,000 27,600,000,000

  3) 장기차입금 59,100,000,000 27,600,000,000

  5) 비유동보증금 3,856,200,000

         부  채  총  계 63,234,299,721 27,700,629,422

 1. 자본금 5,200,000,000 5,200,000,000

  1) 보통주자본금 3,200,000,000 3,200,000,000

  2) 종류주자본금 2,000,000,000 2,000,000,000

 2. 자본잉여금 19,114,970,651 20,144,420,806

  1) 주식발행초과금 18,874,970,651 19,904,420,806

  2) 기타 240,000,000 240,000,000

 3. 자본조정 0 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5. 이익잉여금(결손금) -1,495,651,356 -449,450,155

         자  본  총  계 22,819,319,295 24,894,970,65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6,053,619,016 52,595,600,073



Ⅱ. 손익계산서

당기 제3기3 분기 시작일 2019.01.01 종료일 2019.09.30
전기 제2기3 분기 시작일 2018.01.01 종료일 2018.09.30

회사명: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3 (당)기 제 2 (전)기

금액 금액

최근 3개월 당기누적 최근 3개월 전기누적

Ⅰ. 영업수익 0 0 0 0

Ⅱ. 영업비용 123,909,623 1,515,146,060 149,951,261 318,672,442

  3) 상여 600,000 1,800,000 600,000 1,800,000

  6) 자산관리수수료(AMC수수료) 61,809,417 185,025,022 60,899,436 182,302,438

  8) 자산보관수수료 8,092,489 24,278,447 8,093,533 24,280,599

  9) 일반사무위탁수수료 8,092,489 24,278,447 8,093,533 24,280,599

  10) 기타지급수수료 8,600,601 24,922,433 72,146,872 84,125,069

  14) 세금과공과 36,396,360 38,085,360 1,621,500

  26) 판매촉진비 1,437 1,216,139,714

  29) 기타영업비용 316,830 616,637 117,887 262,237

Ⅲ. 영업이익 -123,909,623 -1,515,146,060 -149,951,261 -318,672,442

Ⅳ. 영업외수익 19,167,346 19,494,796 0 5,768

  10) 기타영업외수익 19,167,346 19,494,796 5,768

Ⅴ. 영업외비용 7 92 7 10

  10) 기타영업외비용 7 92 7 10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04,742,284 -1,495,651,356 -149,951,268 -318,666,684

Ⅷ. 당기순이익(손실) -104,742,284 -1,495,651,356 -149,951,268 -318,666,684

Ⅸ. 기타포괄이익(손실) 0 0 0 0

Ⅹ. 총포괄이익(손실) -104,742,284 -1,495,651,356 -149,951,268 -318,666,684

ⅩⅠ. 주당이익 -101 -1,438 -144 -306



Ⅲ.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결산기 작성대상으로 분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Ⅳ.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결산기 작성대상으로 분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Ⅴ.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결산기 작성대상으로 분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Ⅵ.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

주석은 투자보고서 마지막에 별첨합니다.



Ⅶ. 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및 위반사항

감사(검토)의견 :
적정

기타사항(특기사항 포함)

- 내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및 위반사항

감사(검토)의견 :
적정

기타사항(특기사항 포함)



제 6부 중요한 소송등 진행 현황

Ⅰ.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제 7부 특별관계자 등과의 거래 현황

Ⅰ. 거래현황

- 계약명: 공사도급계약서
- 계약당사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요주주의 특별관계자)
- 계약일: 2017.09.08
- 착공예정일 : 현장인도일 즉시,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25개월
- 계약금액: 56,734,000,000원(부가세 별도)
- 당 분기 거래내역: 19.07.30 10회 기성금 지급 8,048,621,830원(부가세 포함)

- 계약명: 자산관리계약서
- 계약당사자: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주요주주의 특별관계자)
- 계약일: 2017.07.24
- 계약기간: 체결일~ 청산등기일
- 계약금액: 3부.Ⅳ.2 참고
- 당 분기 거래내역: 19.09.30 수수료 지급 63,012,469원(부가세 포함

- 계약명: 주택임대관리 위탁수탁계약서(자기관리형)
- 계약당사자: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주요주주의 특별관계자)
- 계약일: 2019.02.11
- 계약기간: 계약일~2029.10.31
- 당 분기 거래내역: 19.08.01 임대보증금 3,856,200,000원
                            19.08.07 연체이자 4,765,941원 입금 

- 계약명: 주택임대관리 위탁수탁계약서(자기관리형)변경의 건
- 계약당사자: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에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 변경
                   (주요주주의 특별관계자)
- 계약일: 2019.10.25(주총결의일 19.09.25)

- 계약명: 임대(분양)용역 계약서 변경의 건
- 계약당사자: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에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 변경
                   (주요주주의 특별관계자)
- 계약일: 2019.10.25(주총결의일 19.09.25)

※ 특별관계자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

※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함

※ 특별관계자 등과의 거래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함



제 8부 기타사항

Ⅰ. 제재현황



 주식회사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분 기 재 무 제 표 에 대 한

검   토   보   고   서

제 3 기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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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분 기 재 무 제 표

주식회사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 3 기  3분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09월 30일 까지

제 2 기  3분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09월 30일 까지

"첨부된 분기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대표이사 조성훈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2층(여의도동, 대영빌딩)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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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재 무 상 태 표

제3기 3분기 2019년 09월 30일 현재

제2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3기 (당)3분기말 제2 (전)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6,208,517,816 552,975,676

(1) 당좌자산 6,208,517,816           552,975,676

현금및현금성자산(주3) 5,950,948,494  462,362,783 

미수수익(주7) 1,007,783  10,829 

선급비용 85,608,089 -

부가가치세대급금 170,861,840  90,472,284 

당기법인세자산 91,610  129,780 

Ⅱ. 비유동자산 79,845,101,200       52,042,624,397

(1) 유형자산(주4,6) 79,845,101,200       52,042,624,397

토지 23,544,306,400  23,544,306,400 

건설중인자산(주13,15) 56,300,794,800  28,498,317,997 

자 산 총 계 86,053,619,016       52,595,600,073

부         채

Ⅰ. 유동부채 278,099,721           100,629,422

미지급금(주7) 123,500,598 27,100,000 

미지급비용(주7) 154,599,123 73,529,422 

Ⅱ. 비유동부채 62,956,200,000 27,600,000,000

장기차입금(주5,6,12) 59,100,000,000 27,600,000,000 

임대보증금 3,856,200,000

부 채 총 계 63,234,299,721       27,700,62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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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4,970,651       20,144,420,806

주식발행초과금 18,874,970,651 19,904,420,806 

감자차익(주14) 240,000,000 240,000,000 

Ⅲ. 결손금(주9) 1,495,651,356 449,450,155 

미처리결손금 (1,495,651,356) (449,450,155) 

자 본 총 계 22,819,319,295       24,894,970,651

부채와자본총계 86,053,619,016       52,595,600,07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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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받은 분기재무제표"

분   기   손   익   계   산   서

제3기 3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9월 30일까지

제2기 3분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9월 30일까지

회사명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3기 (당)3분기 제2기 (전)3분기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I. 영업수익 　 - 　 - 　 - 　 - 

 II. 영업비용 123,909,623 1,515,146,060 　 149,951,261 318,672,442

     급여 600,000 1,800,000 600,000 　 1,800,000 　

     자산관리수수료 61,809,417 185,025,022 60,899,436 　 182,302,438 　

     자산보관수수료 8,092,489 24,278,447 8,093,533 　 24,280,599 　

     사무관리수수료 8,092,489 24,278,447 8,093,533 　 24,280,599 　

     세금과공과금 36,396,360 38,085,360 - 　 1,621,500 　

     분양대행수수료 1,437 1,216,139,714

     지급수수료 8,600,601 24,922,433 72,146,872 　 84,125,069 　

     기타비용 316,830 616,637 117,887 　 262,237 　

 III. 영업손실 123,909,623 149,951,261 　 318,672,442

 IV. 영업외수익 19,167,346 19,494,796 - 5,768

     잡이익 19,167,346 19,494,796 - 5,768 

 V. 영업외비용 7 92 7 10

     잡손실 7 92 7 10 

Ⅳ. 법인세비용차감

전반기순손실
104,742,284 1,495,651,356 　 149,951,254 318,666,684

Ⅴ. 법인세비용 　 - -

Ⅵ. 분기순손실 104,742,284 1,495,651,356 　 149,951,254 318,666,684

분 기 자 본 변 동 표

제 3 기 3분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09월 30일까지

제 2 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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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보전 　- (626,700,954) 626,700,954 - 

     연차배당 - - (182,739,726) (182,739,726)

     분기순손실 　- 　- (318,666,684) (318,666,684)

2018.09.30 (분기말) 5,200,000,000 20,144,420,806 (318,666,684) 25,025,754,122

2019.01.01 (당기초)         5,200,000,000       20,144,420,806         (449,450,155)       24,894,970,651

     결손보전 - (1,029,450,155) 1,029,450,155 - 

     연차배당 - - (580,000,000) (580,000,000)

     분기순손실 　- 　- (1,495,651,356) (1,495,651,356)

2019.09.30 (분기말) 5,200,000,000 19,114,970,651 (1,495,651,356) 22,819,319,29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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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받은 분기재무제표"

분   기   현   금   흐   름   표

제3기 3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9월 30일까지

제2기 3분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9월 30일까지

회사명 : (주)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3기 (당)3분기 제2기 (전)3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85,137,486) 　 (560,250,429)

1. 분기순이익(손실)    (1,495,651,356) (318,666,684)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10,513,870 (241,583,745) 　

미수수익의 증가             (996,954) (194,173) 　

선급비용의 증가         (85,608,089)

부가세대급금의 증가         (80,389,556) (156,655,129)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38,170 11,960 　

미지급금의 감소(증가)          96,400,598 (117,373,334) 　

미지급비용의 감소          81,069,701 32,626,93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946,276,803) 　 (16,771,571,071)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856,2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3,856,2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7,802,476,803) (16,771,571,071)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27,802,476,803) (16,771,571,071)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920,000,000 　 17,617,260,274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500,000,000 17,800,000,000 　

 출자금의 납입                         - 17,800,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31,500,000,000 17,8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80,000,000) (182,739,726) 　

배당금의 지급       (580,000,000) (182,739,726) 　

Ⅳ. 현금의증가(Ⅰ+Ⅱ+Ⅲ)      5,488,585,711 　 285,438,774

Ⅴ. 기초의현금  462,362,783 　 450,777,442

Ⅵ. 기말의현금      5,950,948,494 　 736,216,21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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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19년 09월 30일 현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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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3,200백만원, 우선주 2,000백만원이

며, 주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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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2조가 적용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이 가능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종  목 종류 예입처
당기말 현재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성자산 보통예금등 농협은행 0.10 5,950,948,494  462,362,783

합  계 5,950,948,494 462,36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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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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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토지 건설중인자산 당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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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  27,802,476,803  27,802,476,803

감가상각 - - -

대체 - - -

기말순장부가액 23,544,306,400 56,300,794,800 79,845,101,200

취득원가 23,544,306,400 56,300,794,800 79,845,101,200

감가상각누계액 - - -

- 전기 - 

(단위 : 원)

구 분 토지 건설중인자산 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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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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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차입금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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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일반대출 4.34 2017.09.08 2030.03.08 20,320,000,000 9,460,000,000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대출 4.34 2017.09.08 2030.03.08 19,390,000,000 9,070,000,000

농협생명보험(주) 일반대출 4.34 2017.09.08 2030.03.08 19,390,000,000 9,070,000,000

합     계 59,100,000,000 27,6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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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관련채무금액 채무종류/사유 담보권자

토지 고양일산3구역 사업부지 23,544,306,400 59,100,000,000 장기차입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7. 기타금융자산부채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금융자산

  미수수익 1,007,783  10,829

합  계 1,007,783 10,829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123,500,598 27,100,000

  미지급비용 154,599,123 73,529,422

합  계 278,099,721 100,62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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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당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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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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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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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손금

(1) 당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법정적립금 - 

미처리결손금 1,495,651,356

합계 1,495,651,356

(2) 당분기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당기초 449,450,155

연차배당 580,000,000

결손보전 (1,029,450,155)

순손실 1,495,651,356

당분기말 1,495,6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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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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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는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주)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에이치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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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서비스(주)에게 임대주택 등 일체를 임대하고,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주)는 회사

에 임대주택 등의 전대수익의 증감, 전대차계약의 존재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개

시일부터 월 168,660천원의 임대료 및 임대차보증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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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구 분 금융기관 한 도 사용 금액

장기차입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1,000,000,000 20,320,000,000

새마을금고중앙회 20,000,000,000 19,390,000,000

농협생명보험(주) 20,000,000,000 19,390,000,000

합 계 61,000,000,000 59,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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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누적적으로 자본화한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기차입금 이자비용 2,200,520,408 740,762,938

합계 2,200,520,408 740,762,938

자본화한 금융비용 2,200,520,408 740,762,938

한편, 회사가 당분기 및 전분기에 금융비용을 자본화함에 따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

산서 주요 항목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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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인자산 56,300,794,800 54,100,274,392 2,200,520,408

이자비용 - 1,459,757,470 1,459,757,470

당기순손실  1,495,651,356 2,955,408,826 1,459,757,470

-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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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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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목 당분기 전분기

주식발행초과금전입 1,029,450,155 626,700,000

15. 특수관계자 거래

(1) 회사의 주요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지배회사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

기타 특수관계자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 내용 당분기 전분기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25,722,000,000 16,771,571,071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자산관리수수료 185,025,022 182,302,438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분양대행수수료 1,216,139,714 -

합  계 27,123,164,736 16,953,873,509

(3)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당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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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가가치 산정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임원급여 1,800,000 600,000

세금과공과금 38,085,360 1,621,500

합계 39,885,360 2,2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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