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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2월25일 
 
3. 정정사항 

 

2022년 03월 02일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Ⅲ. 경영참고사항 중 재무제표의 승인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누락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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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2022년 2월 25일

회       사       명 에스케이스퀘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박 정 호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전  화) 02-6100-2114

(홈페이지) http://www.sksqua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담당 (성  명) 오 중 석

(전  화) 02-61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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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상법 제362조와 당사 정관 제22조 규정에 따라 제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SK-T타워 (본사 4층 SUPEX홀)

              ※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시 상기 장소 및 개최 시각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당사 정관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

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

써 갈음합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전자투표를 할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2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2년 3월 27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제 1기 정기)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 안내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출석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 하는 한편 주주들과의 소통

을 확대하고자, 올해 주주총회 회의진행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비

대면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주주총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주주총회는 사전신청을 완료하신 주주분들에 한하여 제공되며, 자세한 참여방법은

3월 중 당사 홈페이지(https://www.sksquare.com)를 통하여 공고 하겠습니다. 
 
현행법령상 온라인 주주총회의 신청 및 시청은 제1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

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온라인 주주총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주주

총회 장소의 변경 등) 별도의 사전 안내없이 실시간 중계가 중단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청자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 서류

 
 가.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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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상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1년 1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임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강호인

(출석률: 100%)

기은선

(출석률: 100%)

박승구

(출석률: 100%)

이성우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제1차

(2021년도 제1차)
2021.11.1.

이사회 의장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대표이사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본점 설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차

(2021년도 제2차)
2021.11.25.

이사회/위원회 규정 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 위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지원인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SK㈜와의 거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SUPEX추구협의회 가입 및 운영비용 지급 - - - -

제3차

(2021년도 제3차)
2021.12.14. SK shieldus㈜ 유상증자 참여(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기은선, 강호인,

박승구, 이성우

2021.11.24.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가결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안) 가결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정(안) 가결

2021년 외부감사인 선정(안) 가결

2021.12.14.

2021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

2022 ~ 2024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정 사전 보

고
-

2021.12.21. 2022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정(안) 가결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12,000 6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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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주1) 분할 증권신고서 상 신설법인 별도기준 매출액(1,732억) 대비 거래금액의 비율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1)

IT Infra 구축 및 운영 계약 SK(주) '21.11 ~ '22.12 69 4.0%

유상증자 참여 SK쉴더스 '21.12 378 21.8%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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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지주사업]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의

미합니다. 지주회사는 사업구조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될 수 있으며,

SK스퀘어는 순수지주회사에 해당합니다.

 

[보안사업]

보안사업(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안 산업'과 '물리보안 산업'을 합친 산업을 통칭하며, 최

근에 물리보안에 정보보안 역량을 더한 개념인 '융합보안 산업'이 등장하였습니다. 보안 사업

은 1인가구 증가와 각종 범죄 예방 인식의 확대로 최근 지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산업군이며,

최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 인

식 분야와 결합하여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e-Commerce사업]

e-Commerce 사업(이하 커머스 사업)은 PC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처리

되는 상행위를 통칭하며, 최근 모바일 쇼핑 수요의 증가 및 기술적 발전, 물류인프라 시스템

의 혁신으로 커머스 사업은 점차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으로 그 외연을확장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사업은 유통 형태에 따라 통신판매업과(소셜커머스, 종합쇼핑몰) 통신판매중개업(오

픈마켓)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오픈마켓이란 온라인 상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중개를 해

주는 역할로 입점 절차와 기준이 낮고, 낮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보안사업]

SK쉴더스는 기계경비서비스, 보안 SI, 인력 경비를 포함한 물리보안 사업과 정보보안서비스,

정보보안관제, 클라우드보안, 원격관제 사업을 포함한 정보보안 사업 및 이 둘을 합친 융합보

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1년 3월 ADT 캡스와 SK인포섹간 합병을 통해 New ICT 기

반의 '대한민국 No.1 융합보안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으며, '21년 10월 사명을 기존

ADT캡스에서 SK쉴더스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SK쉴더스는 물리보안 시장의 약 33% 및 정보보안 시장의 약 40% 수준의 market

share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COVID-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언텍트

·무인화 증가 따른 보안서비스에 대한 신규수요 증가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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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사업]

국내 오픈마켓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11번가는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Amazon과의 사업제휴를 공식화 했습니다. Amazon이 11번가를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향후 11번가의 해외 직구 거래액 및 위상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1번가는 최신 트렌드에 발맞추어 실시간 소통 기반의 라이브커머스 방송, 선물하기 서비스

런칭 등 차별화된 서비스을 통한 소비자 확보 뿐만이 아닌 판매자를 위한 서비스(판매대금의

빠른 정산 서비스, 판매자와의 상생협력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며 회사, 판매자, 소비자 간 상

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사업]

[SK플래닛] 
SK플래닛은 OK캐쉬백과 시럽이라는 강력한 고객 접점과 광범위한 SK그룹의 대표 서비스

Data를 활용해 고객사의 Marketing 효율을 제고하는 Marketing Platform 사업 및 ICT

Family와의 다양한 Synergy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해온 S/W 엔지니어

링 역량을 토대로 IoT, Media, 챗봇 영역 등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Business

Solution 사업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시장 내에서 Big Data, AI 등의 기술발전으로 Marketing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 측정이 용이해지면서 고객의 특정 행동이 완료되었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Digital

Performance Marketing’형태의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시장이 확대 추세이며, OK캐쉬백 마

일리지는 핀테크/간편결제 등과 연동하여 ‘결제 수단화’ 되어 가면서 ‘Digital Currency’로

진화 중입니다.

 

Marketing Platform 사업은 OK캐쉬백 포인트의 Reward로서의 역할 확대 및 시럽 중심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통해 ‘Data 기반의 Performance Marketing Platform’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Business Solution 사업은 향후 IIoT(Industrial IoT) Solution 중심의

Business model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스토어] 
원스토어 및 원스토어북스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유통 및 판매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

니다. 통신 3사 협력 모델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내 판매 Android 계열 단말기에 선 탑재를

진행 중이며, 5,900만 이상의 누적 회원들을 대상으로 게임, e-book, 만화, 웹툰, 웹소설 및

오디오북 등의 스토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앱마켓입니다.

 
지난 5년 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앱마켓은 양적, 질적 확대를 이루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 및 디지털 전환 추세 가속화를 통해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 될 전

망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와 함께 원스토어는 다양한 결제 및 할인 수단을 통한 이용자

확보 및 수수료 인하를 통한 앱 개발자와의 상생을 통해 성장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원스토어는 현 앱 마켓 플랫폼 뿐만 아니라 웹소설, 웹툰 등 스낵컬쳐 중심의 스토리콘텐츠

육성을 통해 차기 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2022년 IPO를 추진하는 등 향후

기업가치 증대 및 고속 성장을 지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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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점유율 
  - 해당 사항 없음

   
(3) 시장의 특성

 
[보안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

해 경기 변동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특징이며, 내수 경기 위축, 경쟁사의 저가 영업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최근 ICT가 결합된 융합 보안 시장으로 산업 범위가 확대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e-Commerce 사업]

인터넷 쇼핑 인구의 추가 성장 잠재력, offline 사업자의 online BM 강화, 모바일 Commerce

급성장에 힘입어 모바일 중심 온라인 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

며, 상품을 넘어선 다양한 생활 서비스 비즈니스가 커머스 영역의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되면

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의 출현 및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쇼핑이라는 특성상 경기의

변동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으나,

e-Commerce시장은 현재 고속 성장 중으로 경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SK스퀘어는 반도체·ICT 섹터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및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향후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 미래의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란 전망

을 갖고 출범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3D 디지털 휴먼 제작사 온마인드 및 농업의 디지

털화를 이끄는 그린랩스에 대한 투자도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ICT 플랫폼 사업 투자를 통해 축적된 투자 성공 DNA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 조직도 
     

사업구분 회사명 주요사업내용

보안사업 SK쉴더스
무인기계경비 및 인력경비,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및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e-Commerce 사업 11번가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플랫폼사업
원스토어 앱스토어 운용

SK플래닛 정보통신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타사업

티맵모빌리티 모빌리티 관련 데이너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드림어스컴퍼니 온라인 음악서비스, 음반 및 디지털 콘텐츠 유통

인크로스 디지털 광고 미디어렙

FSK L&S 물류 BPO 서비스 및 ICT 솔루션 사업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0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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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변동표 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SK스퀘어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  석 제 1(당) 기말

자                  산

Ⅰ.유동자산 　 2,967,163

현금및현금성자산 642,184 　

단기금융상품 831,199 　

단기투자자산 192,521 　

매출채권 41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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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2,556 　

미수금 721,964 　

계약자산 35,438 　

미수수익 1,600 　

선급금 39,886 　

선급비용 29,113 　

당기법인세자산 1,940 　

재고자산 37,073 　

기타의유동자산 17,996 　

Ⅱ.비유동자산 　 19,671,977

장기금융상품 3,996 　

장기투자자산 1,295,829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4,836,797 　

유형자산 805,285 　

영업권 1,403,098 　

무형자산 1,100,267 　

장기대여금 4,368 　

장기선급비용 27,651 　

장기보증금 23,171 　

파생금융자산 10,380 　

이연법인세자산 128,910 　

확정급여자산 4,437 　

기타의비유동자산 27,788 　

자    산    총    계 　 22,639,140

부                  채 　 　

Ⅰ.유동부채 　 2,517,365

매입채무 230,077 　

미지급금 863,955 　

예수금 622,423 　

계약부채 44,394 　

미지급비용 445,906 　

당기법인세부채 13,942 　

유동파생금융부채 3,824 　

유동충당부채 1,048 　

단기차입금 120,910 　

유동성사채및장기차입금 30,002 　

유동성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93,145 　

리스부채 47,170 　

기타의유동부채 569 　

Ⅱ.비유동부채 　 3,266,481

사채 2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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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 1,703,422 　

장기미지급금 9,47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59,123 　

장기미지급비용 20,481 　

장기리스부채 45,956 　

장기계약부채 8,390 　

확정급여부채 134,676 　

파생금융부채 108,412 　

비유동충당부채 4,788 　

이연법인세부채 879,410 　

기타의비유동부채 26,426 　

부    채    총    계 　 5,783,846

자                  본 　 　

Ⅰ.지배기업소유주에 귀속되는 자

본
　 16,660,355

자본금 14,147 　

기타불입자본 15,805,933 　

이익잉여금 368,760 　

기타자본구성요소 471,515 　

Ⅱ.비지배지분 　 194,939

자    본    총    계 　 16,855,294

부채 및 자본 총계 　 22,639,140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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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1 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K스퀘어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  석 제 1(당) 기

Ⅰ.영업수익 　 1,146,414

매출액 1,146,414 　

Ⅱ.영업비용 　 726,623

종업원급여 197,491 　

지급수수료 166,257 　

감가상각비 61,033 　

운송비 61,199 　

광고선전비 58,067 　

상품및기타구입비용 149,714 　

기타영업비용 32,862 　

Ⅲ.영업이익 　 419,791

금융수익 　 20,314

금융비용 　 57,274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관련손

실
　 4,256

기타영업외수익 　 1,544

기타영업외비용 　 14,588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65,531

Ⅴ.법인세비용 　 2,375

Ⅵ.당기연결순이익 　 363,156

Ⅶ.당기연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75,204

비지배지분 　 (12,048)

Ⅷ.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2,653원

희석주당이익 　 2,651원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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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 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K스퀘어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  석 제 1(당) 기

Ⅰ.당기연결순이익 　 363,156

Ⅱ.당기연결기타포괄손익 　 8,562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2,46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95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7,7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

익
(17,795)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41,02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38,215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2,807 　

Ⅲ.당기연결총포괄손익 　 371,718

Ⅳ.당기연결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95,017

비지배지분 　 (23,299)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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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본변동표

제 1 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K스퀘어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  석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소  계

2021.11.1(분할설립일) 14,147 15,831,731 - 445,258 16,291,136 186,501 16,477,637

총포괄손익:

당기연결순이익 - - 375,204 - 375,204 (12,048) 363,156

기타포괄손익 - - (6,444) 26,257 19,813 (11,251) 8,562

소  계 - - 368,760 26,257 395,017 (23,299) 371,71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 - 809 - - 809 2,716 3,525

자기주식의 취득 - (9,107) - - (9,107) - (9,107)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등 - (17,500) - - (17,500) 29,021 11,521

소  계 - (25,798) - - (25,798) 31,737 5,939

2021.12.31(당기말) 14,147 15,805,933 368,760 471,515 16,660,355 194,939 16,855,294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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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 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K스퀘어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  석 제 1(당)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3,379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01,343 　

(1) 당기연결순이익 363,156 　

(2) 수익ㆍ비용의 조정 (297,828)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36,015 　

2. 이자의 수취 3,156 　

3. 배당금의 수취 1,333 　

4. 이자의 지급 (2,088) 　

5. 법인세의 납부 (365)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2,51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23,008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121,308 　

단기대여금의 회수 49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0 　

장기투자자산의 처분 78 　

유형자산의 처분 178 　

무형자산의 처분 102 　

장기대여금의 회수 338 　

보증금의 감소 94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65,523)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27,410 　

단기투자자산의 취득 23,332 　

단기대여금의 대여 191 　

장기대여금의 대여 124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13 　

장기투자자산의 취득 32,30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7,900 　

유형자산의 취득 52,124 　

무형자산의 취득 17,845 　

보증금의 증가 219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 4,065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634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4,883 　

단기차입금의 차입 74,883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0,249) 　

단기차입금의 상환 2,583 　

장기차입금의 상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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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부채의 원금 상환 8,528 　

자기주식의 취득 9,107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15,498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26,000

Ⅵ.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86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42,184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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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SK스퀘어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반도체 및 New ICT 등 관련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

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

터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

로 65입니다.

 

지배기업은 2021년 11월 29일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분할 후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4,147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

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SK스퀘어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주)

구  분 소유주식수 비  율

SK(주) 42,452,202 30.01%

국민연금 12,463,124 8.81%

(주)카카오 2,486,612 1.76%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83,172,017 58.79%

SK텔레콤 주식회사 773,790 0.55%

자기주식 119,826 0.08%

합  계 141,467,57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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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현황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결산월
소유지분율(%)(*1)

당기말

지배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원스토어(주)(*2) 한국 통신업 12월 47.5

SK플래닛(주) 한국

통신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12월 98.7

십일번가 주식회사(*3) 한국 전자상거래업 12월 80.3

(주)드림어스컴퍼니(*4) 한국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2월 41.8

SK쉴더스(주)(*5) 한국 정보보호서비스 및 무인경비업 12월 63.1

id Quantique SA 스위스 양자정보통신 산업 12월 69.3

SK Square Americas, Inc

(구, SK Telecom TMT Investment Corp.)

미국 투자업 12월 100.0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 주식회사 한국 화물운송주선업 및 물류 컨설팅사업 12월 60.0

인크로스(주)(*6) 한국 매체대행업 12월 34.6

티맵모빌리티 주식회사(*7) 한국 모빌리티 사업 12월 66.3

원스토어(주)의 종속기업 (주)로크미디어 한국 출판업 및 통신판매업 12월 100.0

SK플래닛(주)의 종속기업

에스케이엠앤서비스(주) 한국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2월 100.0

SK Planet Global Holdings Pte. Ltd. 싱가포르 투자업(지주회사) 12월 100.0

SKP America, LLC 미국 Digital Contents 소싱 및 제공 12월 100.0

케이넷문화콘텐츠투자조합 한국 창업투자지원업 12월 59.0

(주)드림어스컴퍼니의 종속기업

iriver Enterprise Ltd. 홍콩 중국 자회사 관리 12월 100.0

iriver China Co., Ltd. 중국 MP3,4 생산 및 중국 내수 영업 12월 100.0

Dongguan iriver Electronics Co., Ltd. 중국 전자책 등 생산 및 중국 내수영업 12월 100.0

LIFE DESIGN COMPANY Inc. 일본 일본 GOODS 판매 12월 100.0

주식회사 스튜디오돌핀 한국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2월 100.0

SK쉴더스(주)의 종속기업

SKinfosec Information Technology(Wuxi) Co.,

Ltd.

중국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2월 100.0

주식회사 캡스텍 한국 인력경비업 12월 100.0

CAPS America, Inc. 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2월 100.0

id Quantique SA의 종속기업 아이디 퀀티크 유한회사 한국 양자정보통신 산업 12월 100.0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 주식회사의

종속기업

FSK L&S (Shanghai) Co., Ltd. 중국 운송업 12월 66.0

FSK L&S (Hungary) Co., Ltd. 헝가리 운송업 12월 100.0

FSK L&S VIETNAM COMPANY LIMITED 베트남 운송업 12월 100.0

FSK L&S (Jiangsu) Co., Ltd. 중국 운송업 12월 100.0

인크로스(주)의 종속기업
인프라커뮤니케이션즈(주) 한국 서비스 운영사업 12월 100.0

마인드노크(주)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12월 100.0

티맵모빌리티 주식회사의 종속기업
(주)와이엘피(*8) 한국 화물운송 주선업 12월 100.0

굿서비스 주식회사 한국 운전대행서비스업 및 관련부대사업 1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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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기업 또는 중간지배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2)  지배기업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 미만이나 기존 주주와 체결한 약정에 따

라 지배기업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십일번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지분의 80.3%는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의결권부

전환상환우선주에 해당하는 18.2%는 비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십일번

가 주식회사가 상장되는 날 또는 적격상장기한이 완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투자

자가 보유한 우선주에 대하여 우선주 발행가액의 최소 연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배당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기말 현재 의무배당의 현재가치 

9,662백만원이 금융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석 25 참조)

 

(*4) 지배기업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 미만이나 기존 주주와 체결한 약정에 따

라 지배기업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의결권부 전환우선주에 해당하는 18.8%는 비지배주주가 보유하

고 있으며, 비지배주주 중 전환우선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

되었습니다. (주석 25 참조)

 
(*5) 지배기업은 당기 중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SK쉴더스(주)의 보통주 1,067,014주를 현

금 37,828백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취득하여, SK쉴더스(주)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율

이 62.6%에서 63.1%로 증가하였습니다.

 

(*6) 지배기업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 미만이나 기존 주주와 체결한 약정에 따

라 지배기업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으며,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

산 정도 및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을 고려한 결과 지배기업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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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배기업은 피투자회사의 비지배주주와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비지배주주가

보유한 동반매각청구권과 지배기업이 보유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당기말 현재 97,487백

만원의 파생금융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보통주에 해당하는 29.6%, 의결권부 전환우

선주에 해당하는 4.1%는 비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비지배주주 중 전환우선주주가 보

유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석 25 참조)

 

(*8) 연결실체는 당기 중 현금 25,000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며 출자로 인한 지분율의 변

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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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 현재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드림어스컴퍼니의 요약 재무정보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iriver Enterprise Ltd. 외

4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SK쉴더스(주)의 요약 재무정보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SKinfosec Information

Technology(Wuxi) Co., Ltd. 외 2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정보이며, (주

)에이디티캡스의 합병 전 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원스토어(주)의 요약 재무정보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주)로크미디어의 재무정보를 포

함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4)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 주식회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FSK L&S

(Shanghai) Co., Ltd. 외 3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5) 인크로스(주)의 요약 재무정보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인프라커뮤니케이션즈(주)

외 1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6) 티맵모빌리티 주식회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주)와이엘피 외 1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

당기말 당  기

총 자산 총 부채 총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손실)

십일번가 주식회사 944,078 579,249 364,829 105,495 (20,988)

에스케이엠앤서비스(주) 151,996 93,553 58,443 45,387 (160)

케이넷문화콘텐츠투자조합 1,059,178 203,357 855,821 - 1,053

SK플래닛(주) 510,256 182,479 327,777 280,630 6,003

(주)드림어스컴퍼니(*1) 254,905 175,265 79,640 46,216 (15,789)

SK쉴더스(주)(*2) 3,265,177 2,888,994 376,183 306,492 5,698

원스토어(주)(*3) 327,327 144,011 183,316 39,877 (1,620)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 주식회사(*4) 112,361 63,945 48,416 67,713 2,050

인크로스(주)(*5) 230,365 137,356 93,009 11,658 6,776

티맵모빌리티 주식회사(*6) 765,355 121,542 643,813 25,274 (2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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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기 연결실체에 대한 중요한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결권부 전환우선주에 해당하는 18.8%는 비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비지배주주

중 전환우선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었으

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석 25 참

조)

 

(*2) 의결권부 전환우선주에 해당하는 4.1%는 비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비지배주주

중 전환우선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었으

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석 25 참

조)

 

(단위: 백만원)

구  분
(주)드림어스

컴퍼니(*1)
원스토어(주)

십일번가

주식회사
SK쉴더스(주) 인크로스(주)

티맵모빌리티

주식회사(*2)

비지배지분율(%) 39.4 52.0 18.2 36.9 54.8 29.6

유동자산 199,080 185,327 815,207 441,781 210,765 497,934

비유동자산 55,825 142,000 128,871 2,823,396 19,600 267,030

유동부채 (172,798) (130,608) (554,679) (503,899) (133,236) (37,147)

비유동부채 (2,467) (13,403) (24,570) (2,385,095) (4,120) (84,004)

순자산 79,640 183,316 364,829 376,183 93,009 643,813

공정가조정 등 - - (9,662) (1,188,423) - -

연결재무제표 순자산 79,640 183,316 355,167 (812,240) 93,009 643,813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39,447 96,240 66,600 (299,717) 57,364 200,342

　 　 　 　 　 　

매출 46,216 39,877 105,495 306,492 11,658 25,274

당기순이익(손실) (15,789) (1,620) (20,988) 5,698 6,776 (24,297)

공정가조정 상각액 등 - - (45) (103) - -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손실) (15,789) (1,620) (21,033) 5,595 6,776 (24,297)

총 포괄이익(손실) (16,229) (1,505) (21,485) 5,542 6,720 (24,089)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손실) (7,674) (847) (3,891) 2,081 4,159 (7,508)

　 　 　 　 　 　

영업활동현금흐름 11,134 16,794 (41,613) 106,223 3,814 (9,572)

투자활동현금흐름 (11,185) 33,153 53,584 (75,436) (3,795) (66,988)

재무활동현금흐름 (314) (412) (2,303) 33,354 (116) 24,293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55 76 4 82 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10) 49,611 9,672 64,223 (96) (5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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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

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 연결

실체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2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2년 3월 28일

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

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4)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자산)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 및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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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

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

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

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사용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

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

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연결범위(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  부) 및 금융위험

관리 등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

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내용연수 추정, 유ㆍ무형자산 내용연수의 추정, 영업권의 손상, 충당부채의 인식, 확정급여채

무의 측정, 파생상품거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등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

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

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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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

니다. 공정가치 측정에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 연결

실체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

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

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투입변수가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

되지 않은 공시가격인 경우

- 수준 2: 투입변수가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

접적으로 관측가능한 경우

- 수준 3: 투입변수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관측가능하지 않은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

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

고 있으며, 공정가치 수준의 변동은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19 '파생상품거래' 및 주석 32

'금융위험관리' 등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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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

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

로 적용됩니다

 
(1)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

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

니다. 주석 4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에는 5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연결

실체의 전략적 영업 단위들입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

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 연결 
1)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이 아닌 경우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

체는 특정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기 위하여 취득한 활동과자산의 집합이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 투입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중테

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비슷한 자산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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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의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

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영업

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이를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에 따라 인식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

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전대가는 기존 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관계의 정산금액

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

측정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됩니다. 조건부대가가자본으로 분류

되지 않는 경우, 연결실체는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됩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됩니다. 
 
3)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

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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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가 제거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이 인식됩

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5)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실체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

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되고, 취

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됩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

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 가감

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됩니다.

 
6)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

두 제거됩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

결실체의 몫을 제거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는 한 미실현손실을 미실현이익과 동

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7)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으로 취득된 자산과 인수한 부채는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

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타불입자본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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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 요구불예금과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

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연결실체는 재고자산을 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재고자산

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

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

로 표시하고 영업비용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

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

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의 측정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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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사업모형이 변경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사업모형의 변

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이 보

유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이 보유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연결실체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공정가

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택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 별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

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는 금융자산을 회계불일치를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목적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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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

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

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

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

익으로 인식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

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유

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배

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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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

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

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

시키는 대신에 손실충당금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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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

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

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

하지 않습니다.

 
5)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연결

실체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

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

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

가치로 측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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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자산의 손상

1)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

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리스채권 포함)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

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

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

함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연결실체는 채무증권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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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

간이 12개월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

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

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

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 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

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

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

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4)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

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5)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

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연결실체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

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180일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

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

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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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형자산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관련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최초 인식 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

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가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에 자산의 장

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 때대체된 부분의 장부금

액은 제거됩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

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이 감가상각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

영업외손익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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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유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

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

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

화되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

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

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도 적격자

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연결실체가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

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되며, 연결실체가일반적인 목적으로 자

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

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가 결정됩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 대

한 이자율을 차입한 자금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됩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된 차

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5 ~ 40년

기계장치 4 ~ 6년

기타의유형자산 2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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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

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

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

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매 보고기간말에재검토

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 ~ 10년

개발비 3, 5년

고객관련무형자산 3 ~ 20년

기타의무형자산 2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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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됩니 다. 개발

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

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되

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처리 됩니다.

 
(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

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됩니다.

 

1) 자산관련 보조금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

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취득원가

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수익관련 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

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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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매

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연결실체는 매 보고기

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

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

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됩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

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

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련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감소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

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

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

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된 손

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

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

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42



(13)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

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리스계약에서 비

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

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

로 측정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

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됩니다

.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

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

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

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됩니다. 연결실

체는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증분차입이자

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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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

)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

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

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됩니다.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인

한 미래 리스료의 변동,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 연

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 또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수정이 발생하

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

("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지표개혁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연

결실체는 대체 이자율지표의 변경을 반영하는 개정 할인율을 적용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

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

로 표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

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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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

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

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

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

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

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

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

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

다. 연결실체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매출'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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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

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

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결실체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

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해

당 자산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 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동 하락액이 손상차손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

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증가액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

그 자산은 상각되지 아니합니다. 
 

(1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

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금융부채의 신용위

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

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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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

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

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

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

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

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

)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급여는 단기종업원

급여로 분류되며, 연결실체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근무용역이 제공

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급여는 기

타장기종업원급여로 분류되며,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

한 미래의 급여액은 현재가치로 할인됩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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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연결실체가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가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

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됩니다. 또 한, 이미 납부된 기여금이 보고기

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연결실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이 자산(선급비용

)으로 인식됩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자산)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부채(자산)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있습니

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부의

금액일 경우, 연결실체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연결실체의 미래기여금이 절

감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이 인식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

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

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

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

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

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

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

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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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고급여

연결실체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

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

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 해고급여와 관련된부채는 현재가치로 할

인됩니다. 
 

(17)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

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연결실체는 충당부채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

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

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은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

치를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

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가 환입됩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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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화 
1) 외화거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

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

율로 환산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로 환산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

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

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이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당

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는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됩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연결재무상태표(비교표시

하는 연결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되고, 연결

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연결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

산되며,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

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고, 해외사업

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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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가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이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은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이 일부 처분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

액 중 비례적 지분만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

본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

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지배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 직접 인식됩

니다. 
 

(20)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

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

)와 기타불입자본(주식선택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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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는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

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부여한 지분상품 대가로 제

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

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

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

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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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익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손익에 대한 지분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2) 보안사업

①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고객 맞춤화된 종합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용역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용역의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수행하여만든 자산에 대

하여 의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연결실체에 있기 때문에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기간에 걸

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용역의 경우 연결실체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

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즉 일반적으로 재

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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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머스사업

주로 온라인상거래 관련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도록 주선하는 용역의 제공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

고 있으며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제품이 고객에게 이전되고 고객이 구매를 확정한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상거래 수수료수익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다음 특성에 따라 연결실체가 대리

인으로서 활동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연결실체는 소유권을 가지거나 재고자산 관련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판매된 재화와 관

련하여 유의적인 책임도 지지 아니함

- 연결실체가 최종소비자로부터 수익금액을 회수하나 모든 신용위험은 공급자가 부담함

- 연결실체는 온라인상거래로 판매되는 재화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함 
 

4) 플랫폼사업

① 서비스의 제공

수익은 주로 무선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제공서비스 관련 수익으로 구성되며 용역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어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해당 재화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어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IT 개발 용역 제공

IT 개발 용역의 제공수익은 수행의무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연결실체에게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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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등의 처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등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

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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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

니다.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되며, 연결실체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을 포함합니다. 과세소득은 연결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

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

하므로 연결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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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

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

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됩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

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됩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

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

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

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실체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

다.

 

연결실체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

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

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에도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

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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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

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됩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

면 이는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3)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여부를 검토하며, 과

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경우에는 불확

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에 다음 방법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능한 결과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금액

- 기댓값: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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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

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

됩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식선택권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

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

산됩니다.

 
(25)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실부담계약 - 계약이행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기업회

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개념체계 참조(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기업회계기준서 연차개선 2018-2020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

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SK스퀘어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  석 제 1(당) 기

자                  산

Ⅰ.유동자산 63,911

현금및현금성자산 4,358

단기금융상품 57,778

미수금 354

미수수익 103

당기법인세자산 3

기타의유동자산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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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비유동자산 7,032,351

장기투자자산 31,51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6,966,040

유형자산 19,940

무형자산 9,220

장기보증금 2

이연법인세자산 5,636

자    산    총    계 7,096,262

부                  채

Ⅰ.유동부채 82,135

미지급금 1,513

미지급비용 7,573

단기차입금 72,400

예수금 649

Ⅱ.비유동부채 98,609

파생금융부채 97,487

확정급여부채 149

기타의비유동부채 973

부    채    총    계 180,744

자                  본

Ⅰ.자본금 14,147

Ⅱ.기타불입자본 6,914,499

Ⅲ.결손금 (13,128)

자    본    총    계 6,915,518

부채 및 자본 총계 7,096,26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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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제 1 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K스퀘어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  석 제 1(당) 기

Ⅰ.영업수익 -

매출액 -

Ⅱ.영업비용 8,639

종업원급여 4,752

지급수수료 2,804

감가상각비 292

광고선전비 87

기타영업비용 704

Ⅲ.영업손실 (8,639)

금융수익 124

금융비용 8,948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7,463)

Ⅴ.법인세수익 4,934

Ⅵ.당기순손실 (12,529)

Ⅶ.주당손실

기본 및 희석주당순손실 　 (89원)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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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제 1 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K스퀘어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  석 제 1(당) 기

Ⅰ.당기순손실 　 (12,529)

Ⅱ.기타포괄손익 　 (599)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9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99) 　

Ⅲ.당기총포괄손실 　 (13,12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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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제 1 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K스퀘어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  석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결손금 자본총계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주식선택권 기타 소  계

2021.11.1(분할설립일) 14,147 6,912,096 - 10,701 - 6,922,797 - 6,936,944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 - - - (12,529) (12,529)

기타포괄손익 - - - - - - (599) (599)

소  계 - - - - - - (13,128) (13,12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 - - - 19,916 (19,107) 809 - 809

자기주식의 취득 - - (9,107) - - (9,107) - (9,107)

소  계 - - (9,107) 19,916 (19,107) (8,298) - (8,298)

2021.12.31(당기말) 14,147 6,912,096 (9,107) 30,617 (19,107) 6,914,499 (13,128) 6,915,51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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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 1 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K스퀘어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  석 제 1(당)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207)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6,212) 　

(1) 당기순손실 (12,529) 　

(2) 수익ㆍ비용의 조정 5,841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476 　

2. 이자의 수취 21 　

3. 이자의 지급 (13) 　

4. 법인세의 납부 (3)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1,528)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31,528)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57,778 　

장기투자자산의 취득 20,000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45,728 　

유형자산의 취득 1,010 　

무형자산의 취득 7,010 　

보증금의 증가 2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293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2,400 　

단기차입금의 차입 72,4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107) 　

자기주식의 취득 9,107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Ⅰ+Ⅱ+Ⅲ) 　 (74,442)

Ⅴ.분할설립일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8,800

Ⅵ.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35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1 기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SK스퀘어 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기

I. 미처리결손금 　 (13,128)

당기순손실 (12,52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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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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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회사의 개요 
SK스퀘어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반도체 및 New ICT 등 관련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인

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입니

다.

 
당사는 2021년 11월 29일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분할 후 당사의 자본금은

14,147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설립시와 동일하며, 당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SK스퀘어 주식회사

(단위: 주)

구  분 소유주식수 비  율

SK(주) 42,452,202 30.01%

국민연금 12,463,124 8.81%

(주)카카오 2,486,612 1.76%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83,172,017 58.79%

SK텔레콤 주식회사 773,790 0.55%

자기주식 119,826 0.08%

합  계 141,467,57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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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

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

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2년 3월 28일자주주총

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3)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

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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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

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

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

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사용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

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

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주석 22 '금융위험관리' 등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

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유ㆍ무형자산 내용연수의 추정,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이연법인세자산

의 인식 등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68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

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공정가치 측정에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 당사는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

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

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

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투입변수가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

되지 않은 공시가격인 경우

- 수준 2: 투입변수가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

접적으로 관측가능한 경우

- 수준 3: 투입변수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관측가능하지 않은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

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

으며, 공정가치 수준의 변동은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

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12 '파생상품거래', 주석 22 '금융위험

관리' 등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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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

술되어 있습니다.

 
(1) 영업부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

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

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

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으로 취득된 자산과 인수한 부채는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기타불입자본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 요구불예금과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

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

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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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

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

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

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해당 금융부채의 발행

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

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의 측정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

류되지 않으며, 사업모형이 변경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은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이 보

유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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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이 보유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당사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택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

은 금융상품 별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

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는 금융자산을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목적으로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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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됩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

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

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

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

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

익으로 인식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

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유

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거 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배

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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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

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

시키는 대신에 손실충당금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4)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

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

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

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5)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당사

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

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

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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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

가치로 측정됩니다.

 
(6)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

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

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관련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

가가 포함됩니다.

 
최초 인식 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

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가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에자산의 장부금

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됩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

익으로 인식됩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 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

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

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이 감가상각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

영업외손익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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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의 유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

다.

 
(7) 무형자산 
당사는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

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당사는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

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처리 됩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30년

기계장치 5년

기타의유형자산 4년

구  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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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매

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

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

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

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됩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

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

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는 관련 자산의 장

부금액을 감소시키며 감소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

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

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

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된 손

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

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

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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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

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금융부채의 신용위

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

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

됩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

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

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

)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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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급여는 단기종업원

급여로 분류되어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

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급여는 기

타장기종업원급여로 분류되며,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

한 미래의 급여액은 현재가치로 할인됩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당사가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가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

감한 금액으로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미 납부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

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당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

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이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됩

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

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

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부의 금액

일 경우, 당사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당사의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

로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이 인식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

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

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

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

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구조조

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 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 해고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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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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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이행에 소요되

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당사는 충당부채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한하여 변제금액

은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가 환입됩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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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화 거래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을 적용하여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마감환율로 환산

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되

고,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

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그 손익

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환

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3)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

서 직접 차감됩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

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 직접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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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

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와 기타

불입자본(주식선택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부여한 지분상품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결정되도록 종업원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

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

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

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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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익 
당사의 주요 목적사업은 종속기업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ㆍ소유함으로써 종속기업 등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ㆍ경영지도ㆍ정리ㆍ육성하는 지주사업입니다. 종속기업 등으로부터 수

취하는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으며, 영업수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6)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등의 처분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등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

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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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당사와 종속기업이 경제적으로 결합된 경우 당사와 종속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 다.

 
1) 당기법인세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당사는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대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종

속기업들을 포함한 연결납세실체의 당기법인세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당사의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되며, 당사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을 포함합니다. 과세소득

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

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됩

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

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

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됩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

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

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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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

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

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

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

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당사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

다.

 

당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

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

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도 보고

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

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

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됩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이는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3)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여부를 검토하며, 과세당

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에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에 다음 방법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능한 결과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금액

- 기댓값: 가능한 결과치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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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

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

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희석주당이익

은 주식선택권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

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됩니다.

 

(19)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COVID-19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기업

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개념체계 참조(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기업회계기준서 연차개선 2018-2020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

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제2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00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87



                                                                                                    (단위:백만원) 

* 상기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1년 1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50

최고한도액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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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http://dart.fss.or.kr)

 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DART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sksquare.com → IR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2.03.17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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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주주총회 행사장에 직

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정부의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시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체온 측정하여 발열이 의심

되는 경우 또는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주주총회 장소 폐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주주총회 장소 및 개최 시각은 대표이사

의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전자투표를 할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2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2년 3월 27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 안내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출석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 하는 한편 주주들과의 소통을 확대

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주총회 회의진행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비대면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주주총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주주총회는 사전신청을 완료하신 주주분들에 한하여 제공되며, 자세한 참여방법은 3월 중

당사 홈페이지(https://www.sksquare.com)를 통하여 공고하겠습니다.

 현행법령상 온라인 주주총회의 신청 및 시청은 제1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주총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 등) 별도의 사전 안내없이 실시간 중계가 중단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청

자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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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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