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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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단위: 원)

총자산  90,141,163,162

자본금  5,200,000,000

부채  68,414,69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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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11. 21 자산보관위탁계약 변경체결(NH투자증권(주))
- 2020. 03. 27 대표이사 변경(조성훈->백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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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창희 1973.11.23
18.12~현재 에이치디씨아이서비

스㈜ 차장

결격요

건 해당

없음

이사 한재선 1970.10.30
17.5~현재 HDC현대산업개발㈜

 부장

결격요

건 해당

없음

이사 조성훈 1971.09.28
13.06~현재 에이치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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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기 정기주주총회(20.03.27) 결의로 선임



3. 주식 및 자본에 관한 사항

1)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한 주식의 내용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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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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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24 주주간 주식매매거래 체결(양수인: 에이치디씨㈜ 양도인: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에이치디
씨아이서비스)



2) 주요주주(10%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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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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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제  2기 제  1기 제  -기

당기순이익 -2,352,537,245 -449,450,155 -443,961,228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0 0 0

당기감가상각비

등
369,211,111 - - -

이익배당한도 369,211,111 - - -

배당금 580,000,000 580,000,000 182,739,726

주당배당금 558 558 176

배당수익율 2.34% 2.26% 1.39% -

연환산배당율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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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비율

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부동산 86,392 95.57 85,997 95.40
95.40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현금 3,829 4.24 3,421 3.80 3.80

기타 자산 172 0.19 723 0.80 0.80

총계 90,393 100.00 90,141 100.00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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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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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건물보존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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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2차
 IPARK 22,644 63,217 900 764 85,997



3) 소유 부동산별 임대현황

부동산명

임대가능

면적

(㎡)

임대면적

(㎡)

임대율

(임대면적

/임대

가능면적

,%)

임대차

계약수

1 일산2차 IPARK 44,935.30 44,935.30 100.0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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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9 3,421



4. 분기말 기타 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종목명 취득금액
당해 분기말

현재 가액
비고

기타자산

선급비용 46 46

미수금 674 674

부가세대급금 2 2

기타 2 2

*기타 : 미수수익(876,440원) 선납세금(583,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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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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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9 3,421

4. 기타 자산 변경내역

미수수익: 기초 26,623원 기말 876,440원
선급비용: 기초 60,406,501원 기말 46,130,873원
부가세대급금: 기초 111,154,480원 기말 1,841,020원
선납세금: 기초 583,860원 기말 583,860원
미수금: 기초 0원 기말 673,992,000원



제 3 부 자산 및 수익과 비용에 관한 사항

Ⅰ. 총수입금액 및 수입구조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부동산

임대료 505,980,000 43.32%

분양수익

(처분수익)
-

기타수익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이익 -

처분이익 -

이자,배당금 등 -

현금 현금관련수익 849,817 0.07%

기타자산
기타자산관련수

익
-

기타 661,129,649 56.61%
잡이익(분양대행

수수료 환급)

총 수 익 1,167,959,466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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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2차 IPARK 505,98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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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예금 NH농협은행 0.1%~ 2,215,423 849,817



4. 기타 자산 수익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Ⅲ. 총 비용 및 지출구조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부동산

분양원가

감가상각비 395,266,668 42.96%

기타비용 512,702,796 55.72%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손실

처분손실

기타비용

현금 현금관련비용

기타자산
기타자산관련비

용

기타 12,138,838 1.32%

총비용 920,108,302 100.00%

※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손실란에는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손실만 포함

※ 기타란에는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는 비용을 기재



Ⅳ. 상세내역

1. 부동산 영업경비

(단위 : 원)

구분 합계 일산2차 IPARK ex)부동산명2 ex)부동산관련유가
증권1 현금

분양원가

급여 600,000 600,000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자산관리수수료
(AMC수수료) 62,528,669 62,528,669

부동산관리수수료
(PM,FM등)

자산보관수수료 8,092,558 8,092,558

일반사무
위탁수수료 12,138,838

기타지급수수료 18,063,315 18,063,315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395,266,668 395,266,668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10,738,368 10,738,368

광고선전비

보험료

임차료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유지비

청소비

수도광열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이자비용

금융리스이자비용

기타영업비용 17,413,218 17,413,218

구분 기타자산 기타

분양원가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자산관리수수료
(AMC수수료)



부동산관리수수료
(PM,FM등)

자산보관수수료

일반사무
위탁수수료 12,13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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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2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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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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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2,558

시설관리회사 위탁보수

임대관리회사 위탁보수

재산관리회사 위탁보수

합 계 82,760,065



Ⅴ. 자기자본수익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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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회사수익률 6.16 -9.47 -7.95 -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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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2차 I-
PARK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1842

11,000.000
0

2019-09-
30 100.00% 119,845 119,845 86,392 개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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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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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 1 분기 기준일 2020.03.31 현재
전기 제 3 기 기말 기준일 2019.12.31 현재

회사명: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4 (당)기 1 분기 제 3 (전)기 기말

금액 금액

I. 자 산

 1. 유동자산 4,144,645,542 4,001,023,325

  1) 현금및현금성자산 3,421,221,349 3,828,851,861

  5) 미수수익 876,440 26,623

  7) 기타미수금 673,992,000

  9) 선급비용 46,130,873 60,406,501

  10) 부가세대급금 1,841,020 111,154,480

  11) 선급법인세 583,860 583,860

  14) 재고자산 0 0

 2. 비유동자산 85,996,517,620 86,391,784,288

  4) 유가증권 0 0

  5) 유형자산 85,996,517,620 86,391,784,288

   토지 23,544,384,200 23,544,384,200

   건물 63,216,611,199 63,216,611,199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건물) -764,477,779 -369,211,111

  6) 투자부동산 0 0

  7) 무형자산 0 0

           자 산 총 계 90,141,163,162 90,392,807,613

 1. 유동부채 152,691,761 168,374,207

  6) 미지급금 25,777,800 77,944,937

  7) 미지급비용 80,816,252 71,963,505

  8) 예수금 12,862,351 7,727,760

  9) 부가세예수금 33,235,358 10,738,005

 2. 비유동부채 68,262,000,000 68,262,000,000

  3) 장기차입금 29,700,000,000 29,700,000,000

  5) 비유동보증금 38,562,000,000 38,562,000,000

         부  채  총  계 68,414,691,761 68,430,3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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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2,433,406 19,114,970,651

  1) 주식발행초과금 15,942,433,406 18,874,970,651

  2) 기타 240,000,000 240,000,000

 3. 자본조정 0 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5. 이익잉여금(결손금) 344,037,995 -2,352,537,245

         자  본  총  계 21,726,471,401 21,962,433,40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0,141,163,162 90,392,807,613





Ⅱ. 손익계산서

당기 제4기1 분기 시작일 2020.01.01 종료일 2020.03.31
전기 제3기1 분기 시작일 2019.01.01 종료일 2019.03.31

회사명: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4 (당)기 제 3 (전)기

금액 금액

최근 3개월 당기누적 최근 3개월 전기누적

Ⅰ. 영업수익 505,980,000 505,980,000 0 0

  2) 임대료수익 505,980,000 505,980,000

Ⅱ. 영업비용 524,841,634 524,841,634 938,993,277 938,993,277

  2) 급여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 자산관리수수료(AMC수수료) 62,528,669 62,528,669 61,612,020 61,612,020

  8) 자산보관수수료 8,092,558 8,092,558 8,093,533 8,093,533

  9) 일반사무위탁수수료 12,138,838 12,138,838 8,093,533 8,093,533

  10) 기타지급수수료 18,063,315 18,063,315 7,449,653 7,449,653

  1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95,266,668 395,266,668

  14) 세금과공과 10,738,368 10,738,368 1,689,000 1,689,000

  26) 판매촉진비 851,331,758 851,331,758

  29) 기타영업비용 17,413,218 17,413,218 123,780 123,780

Ⅲ. 영업이익 -18,861,634 -18,861,634 -938,993,277 -938,993,277

Ⅳ. 영업외수익 661,979,466 661,979,466 327,450 327,450

  1) 이자수익 849,817 849,817

  10) 기타영업외수익 661,129,649 661,129,649 327,450 327,450

Ⅴ. 영업외비용 299,079,837 299,079,837 14 14

  1) 이자비용 299,079,732 299,079,732

  10) 기타영업외비용 105 105 14 14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44,037,995 344,037,995 -938,665,841 -938,665,841

Ⅷ. 당기순이익(손실) 344,037,995 344,037,995 -938,665,841 -938,665,841

Ⅸ. 기타포괄이익(손실) 0 0 0 0

Ⅹ. 총포괄이익(손실) 344,037,995 344,037,995 -938,665,841 -938,665,841

ⅩⅠ. 주당이익 331 331 903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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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계약서
- 계약당사자: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주요주주의 특별관계자)
- 계약일: 2017.07.24
- 계약기간: 체결일~ 청산등기일
- 계약금액: 3부.Ⅳ.2 참고
- 당 분기 거래내역: 8,092,558원(부가세 포함)

- 계약명: 주택임대관리 위탁수탁계약서(자기관리형)변경의 건
- 계약당사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요주주의 특별관계자)
- 계약일: 2019.10.25(주총결의일 19.09.25)
- 당 분기 거래내역: 505,980,000원 

- 계약명: 임대(분양)용역 계약서 변경의 건
- 계약당사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요주주의 특별관계자)
- 계약일: 2019.10.25(주총결의일 19.09.25)
- 당 분기 거래내역:661,129,649원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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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  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3월 31일 까지

제 3 기  분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03월 31일 까지

                    



목              차



분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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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분 기 재 무 제 표

주식회사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 4 기  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03월 31일 까지

제 3 기  분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03월 31일 까지

"첨부된 분기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대표이사 백창희

본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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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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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재 무 상 태 표

제4기 1분기말 2020년 03월 31일 현재

제3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4기 (당)1분기말 제3기 (전)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4,144,645,542 4,001,023,325

(1) 당좌자산 4,144,645,542 4,001,023,325

현금및현금성자산(주3) 3,421,221,349 3,828,851,861

미수수익(주7) 876,440 26,623

미수금 673,992,000 -

선급비용 46,130,873 60,406,501

부가가치세대급금 1,841,020 111,154,480

당기법인세자산 583,860 583,860

Ⅱ. 비유동자산 85,996,517,620 86,391,784,288

(1) 유형자산(주4,6) 85,996,517,620 86,391,784,288

토지 23,544,384,200 23,544,384,200

건물 63,216,611,199 63,216,611,199

감가상각누계액 (764,477,779) (369,211,111)

자 산 총 계 90,141,163,162 90,392,807,613

부         채

Ⅰ. 유동부채 152,691,761 168,374,207

미지급금(주7) 25,777,800 77,944,937

예수금 12,862,351 7,727,760

부가세예수금 33,235,358 10,738,005

미지급비용(주7) 80,816,252 71,963,505

Ⅱ. 비유동부채 68,262,000,000 68,262,000,000

장기차입금(주5,6,12) 29,700,000,000 29,700,000,000

임대보증금(주14) 38,562,000,000 38,562,000,000

부 채 총 계 68,414,691,761 68,430,3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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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2,433,406 19,114,970,651

주식발행초과금 15,942,433,406 18,874,970,651

감자차익 240,000,000 240,000,000

Ⅲ. 이익잉여금(결손금)(주9) 344,037,995 (2,352,537,245)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44,037,995 (2,352,537,245)

자 본 총 계 21,726,471,401 21,962,433,406

부채와자본총계 90,141,163,162 90,392,807,61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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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손   익   계   산   서

제4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제3기 1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3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4기 (당)1분기 제3기 (전)1분기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Ⅰ. 영업수익 505,980,000 505,980,000 　 - 　 - 

     임대료수입 505,980,000 505,980,000 　- 　-

Ⅱ. 영업비용 524,841,634 524,841,634 938,993,277 938,993,277 

     급여 600,000 600,000 600,000 600,000 

     자산관리수수료 62,528,669 62,528,669 61,612,020 61,612,020 

     자산보관수수료 8,092,558 8,092,558 8,093,533 8,093,533 

     사무관리수수료 12,138,838 12,138,838 8,093,533 8,093,533 

     세금과공과금 10,738,368 10,738,368 1,689,000 1,689,000 

     감가상가비 395,266,668 395,266,668 - -

     분양대행수수료 - - 851,331,758 851,331,758

     지급수수료 18,063,315 18,063,315 7,449,653 7,449,653 

     간주매출부가세 17,305,358 17,305,358 - -

     기타비용 107,860 107,860 123,780 123,780 

Ⅲ. 영업이익(손실) (18,861,634) (18,861,634) (938,993,277) (938,993,277)

Ⅳ. 영업외수익 661,979,466 661,979,466 327,450 327,450 

이자수익 849,817 849,817

잡이익 661,129,649 661,129,649 327,450 327,450 

Ⅴ. 영업외비용 299,079,837 299,079,837 14 14 

이자비용 299,079,732 299,079,732 - -

잡손실 105 105 14 14 

Ⅳ. 법인세비용차감

전분기순이익(손실)

344,037,995 344,037,995 (938,665,841)

 

(938,665,841)

 

Ⅴ. 법인세비용 - - - -

Ⅵ. 분기순이익(손

실)

344,037,995 344,037,995 (938,665,841)

 

(938,665,84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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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자 본 변 동 표

제4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제3기 1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19.01.01 (전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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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38,665,841) (938,665,841) 

2019.03.31 (전분기말)              5,200,000,000 19,114,970,651 (938,665,841) 23,376,304,810 

2020.01.01 (당기초)              5,200,000,000 19,114,970,651 (2,352,537,245) 21,962,433,406

     결손보전 - (2,932,537,245) 2,932,537,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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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순이익 - - 344,037,995 344,037,995 

2020.03.31 (당분기말)              5,200,000,000 16,182,433,406 344,037,995 21,726,471,40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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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현   금   흐   름   표

제4기 1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제3기 1분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03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에이치디씨민간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4기 (당)1분기 제3기 (전)1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2,369,488 (1,084,558,111) 

1. 분기순이익(손실) 344,037,995 (938,665,841)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395,266,668 - 

감가상각비 395,266,668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

변동

(566,935,175) (145,892,270)

미수수익의 증가(감소) (849,817) (326,559) 

미수금의 증가(감소) (673,992,000) -

선급비용의 증가(감소) 14,275,628 -

부가세대급금의 증가(감소) 109,313,460 (169,234,917) 

미지급금의 감소(증가) (52,167,137) (5,500,000) 

예수금의 감소(증가) 5,134,591 -

부가세예수금의 감소(증가) 22,497,353 -

미지급비용의 감소(증가) 8,852,747 29,169,206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888,822,12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1,888,822,122)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 11,888,822,122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80,000,000) 13,320,000,0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900,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 13,9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80,000,000) (580,000,000) 

배당금의 지급 (580,000,000) (580,000,000) 

Ⅳ. 현금의증가(Ⅰ+Ⅱ+Ⅲ) (407,630,512) 346,619,767 

Ⅴ. 기초의현금 3,828,851,861 462,362,783 

Ⅵ. 기말의현금 3,421,221,349 808,982,55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 입니다.

- 6 -



주석

2020년 03월 31일 현재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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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1,221,349 3,828,851,861

합  계 3,421,221,349 3,828,85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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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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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순장부금액 23,544,384,200 62,847,400,088 - 86,391,784,288

취득 - - - -

감가상각 - (395,266,668) - 395,266,668

대체 - - - -

기말순장부가액 23,544,384,200 62,452,133,420 - 85,996,517,620

취득원가 23,544,384,200 63,216,611,199 - 86,760,995,399

감가상각누계액 - (764,477,779) - (764,477,779)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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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77,800 34,718,293,202  - 34,718,371,002

감가상각  - (369,211,111)  - (369,211,111)

대체  - 28,498,317,997 (28,498,317,997) -

기말순장부가액 23,544,384,200 62,847,400,088 - 86,391,784,288

취득원가 23,544,384,200 63,216,611,199 - 86,760,995,399

감가상각누계액  - (369,211,111) - (369,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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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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4.05 2017.09.08 2030.03.08 10,198,600,000 10,198,600,000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대출 3.92~4.05 2017.09.08 2030.03.08 9,750,700,000 9,750,700,000

농협생명보험(주) 일반대출 3.92~4.05 2017.09.08 2030.03.08 9,750,700,000 9,750,700,000

합     계 29,700,000,000 29,7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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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중 임대차보증금(계약금, 잔금)을 수령하여 대출금 중 29,400,000

천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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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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85,996,517,620 29,700,000,000 장기차입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7. 기타금융자산부채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금융자산

  미수수익 876,440 26,623

합  계 876,440 26,623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25,777,800 77,944,937

  미지급비용 80,816,252 71,963,505

합  계 106,594,052 149,90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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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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잉여금

(1) 당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법정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344,037,995

합계 344,037,995

(2) 당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당기초 (2,352,537,245)

연차배당 (580,000,000)

결손보전 2,932,537,245

순이익 344,037,995

당분기말 344,03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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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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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8,600,000

새마을금고중앙회 20,000,000,000 9,750,700,000

농협생명보험(주) 20,000,000,000 9,750,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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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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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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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2,537,245 1,029,450,15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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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72,000,000 

임대료수입 505,980,000 -

분양대행수수료환급 661,129,649 -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자산관리수수료 8,092,558 61,612,020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분양대행수수료 - 851,3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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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임대보증금 34,705,800,000 34,705,800,000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주) 임대보증금 3,856,200,000 3,856,200,000

합   계 38,562,000,000 38,56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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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 및 금액

회사의 당분기 중 부가가치 산정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임원급여 600,000 600,000 

세금과공과금 10,738,368 1,689,000 

합계 11,338,368 2,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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