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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말 현재 당해 분기 동안의 현황만을 기재. 다만, 결산기가 속한 분기의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투자보고서 및 당해연도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각각 작성 

 

제 1 부 회사의 개황 

 

Ⅰ.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 ㈜케이브이지제 2 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설립일 : 2011 년 11 월 10 일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제이더블유타워 5 층 

4) 사업목적 :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아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①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의 개발 

③ 부동산의 임대차 

④ 증권의 매매 

⑤ 금융기관에의 예치 

⑥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⑦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5) 자산 및 자본금 규모 (2016.06.30 기준) : 총자산 : 825 억원, 자본금 : 390 억원  

6) 상장 및 등록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정관에 정한 경우) 

당해 회사의 정관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4 조와 동일하게 다음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사유를 정하고 있음. 

- 존립기간의 만료 

- 주주총회의 결의 

- 합병 

-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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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국토교통부장관 영업인가의 취소 

 

2. 회사의 연혁 

 

1) 당해회사의 연혁 

가)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 2011. 11. 09 발기인총회 

- 2011. 11. 10 회사설립(자본금 5 억원) 

- 2011. 11. 17 업무위탁 계약 체결 

자산관리위탁계약체결(주식회사 하나에이아이엠에이엠씨) 

자산보관계약체결(주식회사 국민은행) 

일반사무수탁계약체결(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펀드서비스) 

- 2011. 12. 22 국토해양부 영업인가 

- 2011. 12. 28 신주발행(보통주 370 만주, 우선주 400 만주) 

- 2011. 12. 28 부동산 취득 (서초동 제이더블유타워) 

- 2014. 09. 01 일반사무수탁회사 영업양수도로 인한 계약 이전 

  (㈜한국스탠다드차타펀드서비스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펀드서비스부) 

- 2016. 06 .20 일반사무수탁회사 변경 계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펀드서비스부 → 삼정 KPMG AAS㈜) 

나)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 해당사항 없음. 

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가) 기업집단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 :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상황 

 

1) 자본금 변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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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증(감)자 후 

자본금 

신주의 

배정방법 

증자 

비율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가액 

2011.11.10 설립자본금 보통주 100,000 5,000 5,000 500,000,000 - - 

2011.12.28 유상증자 보통주 3,700,000 5,000 5,000 19,000,000,000 주주배정 3,700% 

2011.12.28 유상증자 우선주 4,000,000 5,000 5,000 39,000,000,000 주주배정 4,000% 

 

2) 자본금 변동예정 등 

해당사항 없음. 

 

3) 현물출자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총수            

【2016 년 06 월 30 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총수 미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 6,000,000 주 보통주 3,800,000 주 보통주 2,200,000 주 

우선주 4,000,000 주 우선주 4,000,000 주 우선주 0 주 

 

2) 발행한 주식의 내용 

【주당액면가액 : 5,000 원】 

 【2016 년 06 월 30 일 현재】 

(단위 : 원, 주) 

구 분 종 류 발행주식수 액면가액총액 비 고 

기명식 보통주 3,800,000 19,000,000,000 - 

기명식 우선주 4,000,000 20,000,000,000 - 

합 계 7,800,000 39,000,000,000 - 

 

 

3) 자기주식 취득현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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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매수선택권 

해당사항 없음 

 

5. 의결권현황 

【2016 년 06 월 30 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수 비 고 

1. 의결권이 있는 주식 ［가-나］ ［7,800,000］  

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7,800,000  

나. 의결권 없는 주식 -  

2.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가+나+다+라+마］ ［   -   ］  

가. 상법상의 제한 -  

나. 증권거래법상의 제한 -  

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제한 -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제한 -  

마. 기타 법률에 의한 제한 -  

3.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1-2+3］ ［7,800,000］  

※ 제 8 기 정기총회 참석주식수 (참석률 : 100%) : 7,800,000 주 

 

6.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 등의 분배방침 

Ø 배당가능이익 

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 462 조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음.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부투법 시행령 

제 32 조가 정하는 바에 따름. 

Ø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당해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6월 30일에 종료하고, 7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함. 단, 최초 회계연도는 당해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6월 30일에 종료하였음.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결산기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함. 배당금은 매 사업연도별 이익배당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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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 다만, 

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최근 5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당기순이익(손실) 1,424,874,969 995,895,197 767,015,922 890,855,937 990,850,912 

1주당 배당금 

우선주 

보통주 

 

168.88 

261.63 

 

166.12 

150.57 

 

168.88 

80.19 

 

166.12 

114.31 

 

168.88 

138.50 

이익배당한도 

우선주 

보통주 

1,669,685,129 

675,506,850 

994,178,279 

1,236,666,994 

664,493,150 

572,173,844 

980,242,794 

675,506,850 

304,735,944 

1,098,889,252 

664,493,150 

434,396,102 

1,201,807,427 

675,506,850 

526,300,577 

배당금총액 

우선주 

보통주 

1,669,685,129 

675,506,850 

994,178,279 

1,236,666,994 

664,493,150 

572,173,844 

980,242,794 

675,506,850 

304,735,944 

1,098,889,252 

664,493,150 

434,396,102 

1,201,807,427 

675,506,850 

526,300,577 

배당성향 117.18% 124.18% 127.80% 123.35% 121.29% 

배당수익률 

우선주 

보통주 

4.28% 

3.38% 

5.23% 

3.17% 

3.32% 

3.01% 

2.51% 

3.38% 

1.60% 

2.82% 

3.32% 

2.28% 

3.08% 

3.38% 

2.78% 

연환산배당률 

우선주 

보통주 

8.49% 

6.70% 

10.38% 

6.39% 

6.70% 

6.07% 

4.99% 

6.70% 

3.18% 

5.68% 

6.70% 

4.61% 

6.11% 

6.70% 

5.49%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이익배당한도  

: 당기순이익 - 법정 이익준비금 + 감가상각비 - 주식할인발행차금  

* 배당성향 : 배당금총액 / 당기순이익 

* 배당수익률 : 배당액/[(기초납입자본금+기말납입자본금)/2] 

* 연환산배당률 : 배당수익률*365 일 / (해당사업연도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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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자산의 구성현황 및 변경내역 

 

Ⅰ. 총자산의 구성현황 

 

1.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해당사항 없음.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 총자산의 구성현황(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작성) 

(단위 : 백만원, %) 

항 목 
전분기 당분기 총자산대비 

구성비율 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구조조정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79,970 97.91 79,849 96.73  

96.73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 -    

부동산개발사업 - -    

기타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 -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 -    

부동산개발사업 - -    

부동산관련증권 - -    

증권 - -    

금융기관 예치 1,553 1.90 2,621 3.18 3.18 

기타 자산 154 0.19 78 0.09 0.09 

총 자산 

자기자본 37,898 46.40 38,601 46.76 46.76 

부 채 43,779 53.60 43,947 53.24 53.24 

합 계 81,677 100.0 82,548 100 100 

(*)부동산관련 자산가액은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작성하였음. 

 

※1. 구조조정 부동산이란 법 제 49 조의 2 제 1 항제 1 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함. 

2. 시행령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산정함. 

3. 총자산(2 년 이내의 회사 설립 시 납입된 자금 및 신주발행으로 통하여 모집한 

자금도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을 작성함. 

4.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에 포함하여 작성함. 

5. 그래프나 도표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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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자산의 변경내역 

 

1. 부동산 거래내역 

- 당분기 중 거래된 부동산은 없음. 

 

2.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거래내역 

- 당분기 중 거래된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은 없음. 

 

3. 유가증권 거래내역 

- 당분기 중 거래된 유가증권은 없음. 

 

4. 금융기관 예치내역 

(단위 : 백만원) 

예치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예치금액 비 고 

MMDA 국민은행 0%~0.5% 2,621  

합 계 2,621  

- 당분기 동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 이자율, 변동내역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예치금액은 미수수익 미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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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자산 유형별 현황 
 

Ⅰ. 당분기말 현재 부동산별 현황∙가격∙임대료 및 주요 임차인의 현황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 포함) 
 

1. 소유 부동산별 개요  

(단위 : 백만원) 

부동산명 위치 완공(개축)연도 취득일자 부채 내역 

제이더블유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1990.12.29 2011.12.28 39,776 

 

2. 소유 부동산별 가격현황  

(단위 : 백만원) 

부동산명 
취득가액 

취득 후 

자본적지출 
평가손익 분기말잔액 

총액 

감가 

상각 

누계액 

장부 

가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제이더블유타워 57,742 20,894 - 3,360 - - 57,742 24,254 81,996 (2,147) 79,849 

 

3. 소유 부동산별 임대현황  

(단위 : 원) 

부동산명 
임대가능 

면적(㎡) 

임대면적 

(㎡)1 

임대율 

(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 

연간 

총임대료2 

임대차 

계약수 

임대면적단위 

(㎡)당 연임대료 

제이더블유타워 29,784.83 28,222.77 94.76 4,756,712,160 5 161,328 

합 계 29,784.83 28,222.77 94.76 4,756,712,160 5 161,328 

 

4. 소유 부동산별 주요임차인 현황 

(단위 : ㎡, 원, %) 

부동산명 
임대 

가능면적 
주요 임차인현황 임대면적 연 임대료3 

점유율 

(총임대료 

대비) 

제이더블유타워 29,784.83 

㈜인동에프엔 5,035.42 1,013,178,360 21.30 

제이더블유홀딩스㈜ 19,240.93 3,242,135,640 68.16 

하나 AIM 투자운용㈜ 744.90 155,126,160 3.26 

한전케이피에스(주) 1,565.06 304,272,000 6.40 

㈜동원홈푸드 1,636.46 42,000,000 0.88 

                                            
1 2016.06.30 임대현황 기준 
2 연간 총임대료=2016년 6월 임대료*12개월 
3 연 임대료=2016년 6월 임대료*12개월(단, 한전케이피에스는 6월 Rent Free로 5월 임대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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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임차인이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연면적 1,000 평 이상의 부동산중 100 분의 10 이상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 

2. 연 임대료가 1 억원 이상인 임차인 

3. 임대계약기간이 5 년 이상인 임차인 

4. 특별한 임차인시설을 하는 임차인 

 

 

Ⅱ.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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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총수입금액, 수입구조, 수익률 

 

Ⅰ. 총수입금액 및 수입구조 

 

1. 투자자산별 수입금액 

기간 : 2016.04.01~2016.06.30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부동산 

임대수익 1,112.9 57.84 - 

매매손익 -  - 

기타 수익 807.0 41.94 - 

유가증권 

매매손익 -  - 

평가손익 -  - 

이자, 배당금 등 -  - 

기타 수익 4.3 0.22 - 

총 수 익 1,924.2 100.00 - 

 

Ⅱ. 부문별 수입금액 명세 

 

1. 부동산 

  1) 부동산 임대료수익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임대료 비 율 비 고 

임대료 1,112.9 100.0 - 

임대료수익 계 1,112.9 100.0 - 

 

2) 부동산 매매손익 

 

당사는 당분기 중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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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수익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익내용 비 율 비 고 

관리수익 710.2 88.01  

주차수익 55.8 6.91 - 

기타영업수익 41.0 5.08 - 

기타수익 계 807.0 100.0 - 

 

2. 유가증권  

유가증권 매매사실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의 수익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이자수익 4.3 100.0 - 

잡이익 0.0 0.0 - 

기타 수익 계 4.3 100.0 - 

 

Ⅲ. 수익률 

   (단위 : %) 

구 분 

제 9 기 2 분기 

(2016. 04. 01~ 

2016. 06. 30) 

제 9 기 1 분기 

(2016. 01. 01~ 

2016. 03. 31) 

제 8 기 2 분기 

(2015. 10. 01~ 

2015. 12. 31) 

제 8 기 1 분기 

(2015. 07. 01~ 

2015. 09. 30) 

당해회사수익률 7.90 8.49 7.44 8.47 

※ 수익률은 회계적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로서 연단위로 환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1 사분기수익률=｛1+당분기순이익／［(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말납입자본금)／2］）｝4－1 

2 사분기수익률=｛1+（당반기순이익/［(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말납입자본금)／2］）｝2－1 

3 사분기수익률=｛1+（1 분기부터 3 분기까지의순이익／［(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말납입자본금)／2

］）｝4/3－1 

4 사분기수익률 =（당기순이익／［(연기초납입자본금+분기말납입자본금) / 2］） 

※ 납입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상기 산식은 1 기 사업연도가 12 개월일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1 기의 사업연도가 6 개월일 

경우 상기 산식을 준용하여 최근 1 년간 분기별 연환산 자기자본수익율을 제시할 것. 

※ 수익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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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부동산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Ⅰ. 부동산 영업경비 

1. 부동산운용비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감가상각비 121.1 

위탁관리비 290.9 

수도광열비 76.1 

수선유지비 158.2 

세금과공과  58.4 

보 험 료  3 

합 계  707.7 

 

2. 회사운영경비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자산관리수수료 102.4 

사무수탁수수료 5.6 

자산보관수수료 4.2 

자문수수료  57.3 

급여 1.5 

기타일반관리비 0.6 

합 계 171.6 

 

Ⅱ. 업무위탁비용 

구 분 지급기관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계산방법 
비 고 

자산관리 

수수료 

하나에이아이엠투자운용

주식회사 

매입수수료 :  

금 958,000,000 원 

(부가가치세 별도) 

- 748,000,000 원은 매매 

완결일로부터 7 일 이내 

- 210,000,000 원은 6 등분 

하여 매매완결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지급 

기본운용 수수료 : 

총 부동산 가액의 연 

0.5%  

총 부동산 가액의 연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12 등분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 

매각기본수수료 :  

매각금액 * 1.0% 

매각성과수수료 : 

전체초과이익금액의 

20%를 합산한 금액 

매각이 속한 결산기에 

감사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7 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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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관 

수수료 
㈜국민은행 총 자산의 연간 0.02% 

매 분기 별로 해당분기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일로부터 7 일 이내 

일반사무 

관리수수료 
삼정 KPMG AAS(주) 총 자산의 연간 0.027% 

매 분기 종료 후  

30 일 이내 

* 2016.06.20 일반사무수탁회사가 한국 SC 제일은행에서 삼정 KPMG AAS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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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부 차입에 관한 사항 

 

Ⅰ.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 증가 상환 기말 비 고 

운영자금의 차입액 - - - - - 

부동산관련 부채 인수 39,776 - - 39,776 -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수융액 
- - - - - 

주식의 매수청구 또는 

환매청구 등에 의한 

차입액 

- - - - - 

 

Ⅱ. 차입처 등  

(단위 : 백만원) 

차입처 차입일 차입금 이자율 상환조건 기말잔액 

삼성생명보험(장기) 2016.03.10 39,776 연 3.45% 만기일시상환(*) 39,776 

차입계  39,776   39,776 

(*)장기차입금에 대해 전분기 중 조건변경으로 재대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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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부 주주현황 및 주가변동상황 

 

Ⅰ. 주주현황 (매 결산기에 한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주주(3%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사무 

결 산 일 매년 6 월 30 일, 12 월 31 일 정기 주주총회 
매 결산기 종료 후  

3 월 이내 

주권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 공고게재신문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명의개서대리인 삼정 KPMG AAS㈜   

 

 

Ⅱ. 주가변동상황  

-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종목으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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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부 요약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Ⅰ. 요약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되었음. 

 

(1) 유동자산 

가)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및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 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 

나) 미수수익 : 기말 현재 예금 등에 대한 이자 중 미수액 등을 나타냄. 

다) 선급비용 : 보유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2) 비유동자산 

임대부동산은 토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은 건물별로 내용 연수를 적용하여 일 

정액법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음. 

(3)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예수부가세, 자산관리회사 등 업무위탁회사에 대한 

미지급수수료 등을 나타냄. 

(4) 비유동부채 

보유부동산의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나타냄. 

(5) 자본금 

기말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표시함. 

(6) 당기순이익(손실) 

기말까지의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나타냄. 

 

 

Ⅱ. 기업회계기준 등의 위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Ⅲ.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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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무상태표 

제 9 기 2 분기  2016 년 06 월 30 일 현재 

제 9 기 1 분기  2016 년 03 월 31 일 현재 

 

㈜케이브이지제 2 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제 9 기 2 분기 제 9 기 1 분기 제 8 기 2 분기 제 8 기 1 분기 

자산     

Ⅰ.유동자산 2,680,992,199 1,680,679,455  2,372,236,129  1,602,111,891 

Ⅱ.부동산관련자산 79,849,048,540 79,970,123,130  80,091,197,720  80,213,602,800 

Ⅲ.비유동자산 17,785,821 25,930,441  33,985,558  42,219,678 

자산총계 82,547,826,560 81,676,733,026  82,497,419,407  81,857,934,369 

부채     

Ⅰ.유동부채 414,776,639 328,000,157  40,058,267,175  266,572,874 

Ⅱ.비유동부채 43,531,846,650 43,451,008,310  3,674,730,890  43,451,008,310 

부채총계 43,946,623,289 43,779,008,467  43,732,998,065  43,717,581,184 

자본     

Ⅰ.자본금 39,000,000,000 39,000,000,000  39,000,000,000  39,000,000,000 

Ⅱ.이익잉여금(결손금) (398,796,729) (1,102,275,441) (235,578,658) (859,646,815) 

자본총계 38,601,203,271 37,897,724,559  38,764,421,342  38,140,353,185 

부채와 자본총계 82,547,826,560 81,676,733,026  82,497,419,407  81,857,93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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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손익계산서 

제 9 기 2 분기 2016 년 04 월 01 일부터 2016 년 06 월 30 일 까지 

제 9 기 1 분기 2016 년 01 월 01 일부터 2016 년 03 월 31 일 까지 

 

㈜케이브이지제 2 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제 9 기 2 분기 제 9 기 1 분기 제 8 기 2 분기 제 8 기 1 분기 

Ⅰ.영업수익 1,919,884,392 1,942,170,315 1,896,616,801 1,984,159,647 

Ⅱ.영업비용 879,533,944 730,358,310 831,611,646 744,058,594 

Ⅲ.영업이익(손실) 1,040,350,448 1,211,812,005 1,065,005,155 1,240,101,053 

Ⅳ.영업외수익 4,323,955 7,360,095 5,297,528 6,853,922 

Ⅴ.영업외비용 341,195,691 416,183,754 446,234,526 446,148,163 

Ⅵ.경상이익(손실) 703,478,712 802,988,346 624,068,157 800,806,812 

Ⅶ.특별이익 - - - - 

Ⅷ.특별손실 - - - - 

Ⅸ.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703,478,712 802,988,346 624,068,157 800,806,812 

Ⅹ.법인세비용 - - - - 

XI.당기순이익(손실) 703,478,712 802,988,346 624,068,157 800,806,812 

 

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분기보고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Ⅶ. 현금흐름표  

※ 분기보고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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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케이브이지제 2 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11 년 11 월 10 일 설립되어 대한민국 국토해양

부의 영업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부

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임대차,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

ㆍ처분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기 말 현재 

회사가 투자ㆍ운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에 소재하고 있

는 제이더블유타워 및 관련 토지입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현재 회사가 투자ㆍ운용하고 있는 제이더블유타워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500 백만원이나, 제 1 기 중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39,000 백만원 입니다. 당분기말 현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주주 
보통주 우선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제이더블유홀딩스 3,800,000 100 - - 

새마을금고중앙회 - - 2,000,000 50 

(사)과학기술인공제회 - - 2,000,000 50 

합계 3,800,000 100 4,000,000 100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설립등기일로부터 15 년이며,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 개시하여 6

월 30 일에 종료하고, 7 월 1 일 개시하여 12 월 31 일에 종료합니다. 다만,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6 월 30 일까지 입니다.  

 

2. 유의적 회계정책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 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

니다. 

 

(2) 수익인식  

수익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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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

로 설정하고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

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

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

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

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

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

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50 년 

기타의유형자산 비한정 

 

(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

담액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이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에 인식하는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이 포함됩니다.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이월

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과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을 각각 이연법인세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

법인세는 일시적차이 등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인세법 제 51 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 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동 금액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 당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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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당기의 소득금액 계산시 배당소득공제를 반영하

여 법인세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6) 추정의 사용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매출채권,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7) 이익준비금적립의무 배제 및 초과배당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8 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익처분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법 제 458 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법 제 28

조 제 3 항에 의하여 상법 제 462 조가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이 가능합니다. 

 

3.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 전분기 사용제한내용 

단기금융상품 480,231 399,195 국민은행 질권설정 

 

4. 유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분기 

(단위: 천원) 

과 목 분기초장부금액 취득(자본적) 감가상각비 분기말장부금액 

토지 57,741,616 - - 57,741,616 

건물 22,228,507 - (121,075) 22,107,432 

기타의유형자산   5,000 - -      5,000 

합 계 79,975,123 - (121,075) 79,8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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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분기 

(단위: 천원) 

과 목 분기초장부금액 취득(자본적) 감가상각비 분기말장부금액 

토지 57,741,616 - - 57,741,616 

건물 22,349,582 - (121,075) 22,228,507 

기타의유형자산   5,000 - - 5,000 

합 계 80,096,198 - (122,405) 79,975,123 

 

5.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소 재 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7 4,588.6 57,741,616 46,115,430 

 

6. 보험가입자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보험가 장부금액 부보금액 보험회사명 

기업재산종합보험  

건물 등 15,263,892 

47,143,318 
MG 손해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500,000 

박물관종합보험 1,000,000 패더럴인슈런스컴퍼니 

 

7. 담보제공자산 등 

(단위: 천원) 

제공 내용 관련차입금 

제공자산 장부금액 채권최고액 종 류 금 액 담보권자 

토지,건물 79,849,049 58,500,000 장기차입금 39,776,277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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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차입금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차입용도 당분기말 전분기말 
이자율

(%) 
상환방법 만기일 

삼성생명 

보험주식회사 

부동산매매계

약 인수자금 
39,776,277 39,776,277 

3.45 
만기 

일시상환 
2019.03.10 

장기차입금 39,776,277 39,776,277 

(*) 장기차입금에 대해 전분기 중 조건변경으로 재대출을 하였습니다. 

 

9. 금융부채의 유동성 위험관리 방법 및 종류별 만기 분석 

 

(1) 유동성위험 관리 방법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

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

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

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6 개월 이내 6-12 개월 1-5 년 

미지급금 32,014 32,014 - - 

미지급비용 212,490 212,490 - - 

장기차입금 39,776,277 - - 39,776,277 

임대보증금 3,755,569 - - 3,755,569 

합 계 43,776,350 244,504 - 43,531,846 

당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

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10. 자본금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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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역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 주 

1 주당 액면금액 5,000 원 

발행한 주식의 수 - 

 보통주 3,800,000 주 

 우선주 4,000,000 주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는 기명식 우선주입니다. 이익

배당에 있어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로 액면가액의 연 6.7%의 비율(단, 제 11 회계연도 이후

부터는 매년 0.25%씩 증가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우선배당 받으며, 보통주식에 대해 동일 

비율 배당 후 잔여액에 대해 보통주와 우선주는 균등배당의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유상증

자 또는 무상증자 시 우선주에 대한 신주배정은 해당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

정됩니다. 

 

11. 법인세비용 

당분기 중 회사에 적용될 법인세 법정세율(주민세 포함)은 과세표준 2 억원 이하에 대하여

는 11%,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22%입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 51 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근거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 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당분기 인식 해야 할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유효법인세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법인세부담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

다. 

 

12. 주요 약정사항 

(1) 자산관리위탁계약 

당사는 하나에이아이엠투자운용 주식회사와 부동산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에 관한 업무,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업무, 증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등의 투자운용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 바, 기본운용수수료의 항목으로 총 부동산가액의 연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12

등분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관련한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위탁계약에 의한 수수료는 기본운용수수료 외에 매입수수료와 매각기본수수료 및 매각

성과수수료가 있으며, 이는 부동산의 취득, 매각 시 발생합니다.  

 

(2) 자산보관계약 

당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부동산의 보관,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 현금의 보관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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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해산(청산)관련 업무에 대하여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 분기말 기준 

총자산가액에 대하여 연 0.0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제

출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지급하며, 관련한 비용을 수수료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일반사무수탁계약 

당사는 삼정 KPMG AAS㈜와 발행주식의 명의개서, 주식의 발행, 사무운영 등의 업무에 대

한 일반사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 분기말 기준 총자산가액에 대하여 연 0.027%

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종료 후 30 일 이내 지급하며, 관련한 비용을 수수료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 년 6 월 20 일자로 사무수탁회사를 한국스탠다드차타

드은행에서 삼정 KPMG AAS㈜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부동산관리위탁계약 

당사는 세빌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과 기타계약의 준수 및 관리, 임대료와 기타 수

입의 관리, 시설관리, 청소관리, 경비관리 및 주차관리 업무에 대한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관련한 수수료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Ⅸ. 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재무제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회사정관, 기업회계기준 및 관계규정

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황을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

니다. 

 

내부감사인  윤 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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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부 기타사항 

 

Ⅰ.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신고일자 제 목 신고내용 비 고 

2012.01.04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이내 자본금 50억 이상 확

보 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에 의거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50억  

이상 확보 사실 보고 

 

2012.01.09 주요주주와의 거래 보고 
주요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사

실 보고 
 

2012.01.27 정관변경 보고 정관변경 사실 보고  

2012.02.14 투자보고서 보고 제1기 1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2.05.15 투자보고서 보고 제1기 2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2.05.17 주요주주와의 거래 보고 주요주주와의 거래내역 변경 보고  

2012.08.14 투자보고서 보고 제1기 3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2.09.28 투자보고서 보고 제1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2.10.08 임원 변경 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부동산투자회사감독규정 제8조 의

거 신규 임원 추가 등록 

 

2012.11.14 투자보고서 보고 제2기 1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3.02.14 투자보고서 보고 제2기 2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3.03.29 투자보고서 보고 제2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3.05.15 투자보고서 보고 제3기 1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3.08.14 투자보고서 보고 제3기 2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3.09.27 투자보고서 보고 제3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3.11.14 투자보고서 보고 제4기 1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3.12.31 주요주주와의 거래 보고 

주요주주와의 재산종합공제 및 가

스사고배상책임공제 청약 체결사

실 보고 

 

2014.02.14 투자보고서 보고 제4기 2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4.03.31 투자보고서 보고 제4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4.04.07 임원 변경 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부동산투자회사감독규정 제8조 의

거 신규 임원 추가 등록 

 

2014.05.15 투자보고서 보고 제5기 1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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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투자보고서 보고 제5기 2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4.09.04 일반사무수탁회사 변경 보고 일반사무수탁회사 변경 보고  

2014.09.12 임원변경예정 사전보고 임원변경예정 사전보고  

2014.09.26 투자보고서 보고 제5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4.10.07 과세심판청구에 대한 보고   

2014.10.08 임원변경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부동산투자회사감독규정 제8조 

의거 신규 임원 추가 등록 

 

2014.11.14 투자보고서 보고 제6기 1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4.11.24 임원중임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부동산투자회사감독규정 제8조 

의거 임원 중임 보고 

 

2015.02.13 투자보고서 보고 제6기 2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5.03.30 투자보고서 보고 제6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5.05.15 투자보고서 보고 제7기 1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5.06.18 주요주주와의 거래 보고 
주요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사

실 보고 
 

2015.08.13 투자보고서 보고 제7기 2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5.09.24 투자보고서 보고 제7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5.11.13 투자보고서 보고 제8기 1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6.02.12 투자보고서 보고 제8기 2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6.03.30 투자보고서 보고 제8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6.05.13 투자보고서 보고 제9기 1분기 투자보고서 보고  

2016.06.29 일반사무수탁회사 변경 보고 일반사무수탁회사 변경 보고  

 

Ⅱ.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Ⅲ. 법 제 30 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1. 주요주주: ㈜제이더블유홀딩스 (소유주식수: 3,800,000 주, 지분율: 48.72%) 

2. 주요주주와의 거래내역: 임대차계약 체결  

- 체결일자: <계약 1>2011 년 12 월 27 일 

         <계약 2>2015 년  6 월 17 일 (8 층 추가 임대) 

- 임대인: ㈜케이브이지제 2 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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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제이더블유홀딩스 

- 기간: <계약 1>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10 년간 

     <계약 2>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7 년간 (8 층) 

- 체결조건: 주변 임대시세를 감안하여 10% 이상 높거나 낮지 않게 체결 

 

구분 지상8층 지상9~14층 지상1층 지하1,2층 

월임대료(원/3.3㎡) 56,270원 56,270원 61,900원 28,130원 

월관리비(원/3.3㎡) 31,500원 31,500원 31,500원 25,880원 

 

Ⅳ.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Ⅴ. 투자제한사항 준수여부 

투자제한사항의 내용 준 수 여 부 

1. 총자산의 100 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자산의 100 분의 70 이상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9 조의 2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위반사항 없음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투자 불가 
위반사항 없음 

3. 동일인 발행 증권에의 투자로서 총자산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는 

투자불가. 다만, 국채∙지방채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이 

정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  

위반사항 없음 

4.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또는 회사의 주식을 100 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1 조에서 정하는 자산의 투자/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행위 불가 

위반사항 없음 

5.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와 

부동산이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위반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