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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0년 05월 04일

감사의견

우리는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이하 “ 회사” )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

당 재무제표는 2020년 03월 31일과 2019년 0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0년 03월 31일과 2019년 0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

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

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

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

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

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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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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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

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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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

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

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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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

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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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나.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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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라.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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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

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마.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

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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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

이션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07, 5층

회계법인 이상

대표이사 심재엽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0년 05월 04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

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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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

제 4 기

2019년 04월 01일 부터

2020년 03월 31일 까지

제 3 기

2018년 04월 01일 부터

2019년 03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주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5, 12층

(전   화) 031)781-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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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4(당)기말 2020년  03월 31일 현재

제 3(전)기말 2019년  03월 31일 현재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당)기 제 3(전)기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저산 56,597,532 18,444,997 

Ⅱ. 단기금융상품 480,543,208 375,571,733 

Ⅲ. 단기매매증권 410,951,358 1,168,879,258 

Ⅳ. 유형자산 39,523,646 38,949,761 

1. 비품 66,559,238 　 54,650,647 

    감가상각누계액 (27,035,592) 　 (15,700,886)

Ⅴ. 무형자산 1,155,704 1,050,915 

1. 상표권 1,155,704 　 1,050,915 

Ⅵ. 기타자산 81,325,729 66,043,517 

1. 미수금 641,189 　 7,676,567 

2. 선급금 30,000,000 　 - 

3. 선급비용 - 　 7,500,000 

4. 미수법인세환급액 684,540 　 6,393,860 　

5. 임차보증금 50,000,000 　 50,000,000 　

자      산      총      계 　 1,070,097,177 　 1,674,467,091 

부                        채

 I. 기타부채 52,140,599 138,812,712 

1. 미지급금 5,459,197 13,636,088 　

2. 예수금 1,500,000 2,630,320 　

3. 미지급비용 18,185,906 38,255,123 　

4. 이연법인세부채 - 12,061,872 　

5. 퇴직급여충당부채 26,995,496 72,229,309 　

부      채      총      계 52,140,599 138,812,712 

자                        본

 I. 자본금  2,700,000,000 2,350,000,000 

1. 자본금 2,700,000,000 2,350,000,000 　

 II. 이익잉여금(결손금) (1,682,043,422) (814,345,621)

1.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682,043,422) (814,345,621) 　

자      본      총      계 1,017,956,578 　 1,535,654,37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70,097,177 　 1,674,467,091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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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제4(당)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제3(전)기 2018년 04월 01일부터 2019년 03월 31일까지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Ⅰ. 영업수익 　 143,492,959 　 587,209,399 

1. 수수료수익 2,358,765 　 31,306,124 　

2. 투자자산처분이익 132,424,440 　 300,984,796 　

3. 투자자산평가이익 938,095 　 212,824,104 　

4. 이자수익 4,474,906 　 6,200,437 　

5. 배당금수익 3,296,753 　 35,893,938 　

Ⅱ. 영업비용 　 1,008,796,889 　 959,468,371 

1. 투자자산처분손실 53,760,444 　 62,446,209 　

2. 투자자산평가손실 185,285,714 　 76,530 　

3. 판매관리비 769,750,731 　 896,945,632 　

직원급여 423,112,558 539,723,090 

퇴직급여 73,785,958 58,576,612 

복리후생비 20,782,250 24,917,714 

여비교통비 892,093 909,040 

접대비 881,100 1,985,310 

통신비 84,150,478 84,372,773 

수도광열비 6,430 - 

전력비 1,711,004 - 

세금과공과 21,199,200 19,988,710 

감가상각비 11,334,706 10,279,578 

지급임차료 54,274,465 54,982,920 

수선비 50,000 - 

보험료 6,325,480 7,791,720 

운반비 460,553 304,982 

교육훈련비 3,075,274 344,000 

도서인쇄비 1,353,201 1,129,163 

회의비 148,094 - 

사무용품비 127,831 44,094 

소모품비 4,768,523 7,248,801 

지급수수료 57,241,462 46,098,530 

광고선전비 3,792,620 37,730,783 

무형자산상각비 277,451 17,812 

협회비 - 500,000 

Ⅲ. 영업이익(손실) 　 (865,303,930) 　 (372,258,972)

Ⅳ. 영업외수익 　 4,311 　 3,11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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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1. 잡이익 4,311 　 3,116,133 　

Ⅴ. 영업외비용 　 14,460,054 　 656,604 

1. 잡손실 14,460,054 　 656,604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879,759,673) 　 (369,799,443)

Ⅶ. 법인세비용(수익) (12,061,872) 　 12,061,872 

Ⅷ. 당기순이익(손실) (867,697,801) 　 (381,861,315)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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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4(당)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제3(전)기 2018년 04월 01일부터 2019년 03월 31일까지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8.04.01(전기초) 2,350,000,000 (432,484,306) 1,917,515,694 

당기순이익 　- (381,861,315) (381,861,315)

2019.03.31(전기말) 2,350,000,000 (814,345,621) 1,535,654,379 

2019.04.01(당기말) 2,350,000,000 (814,345,621) 1,535,654,379 

유상증자 350,000,000 - 350,000,000 

당기순이익 - (867,697,801) (867,697,801)

2020.03.31(당기말) 2,700,000,000 (1,682,043,422) 1,017,956,578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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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4(당)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제3(전)기 2018년 04월 01일부터 2019년 03월 31일까지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46,829,436) 　 (615,489,566)

1. 당기순이익 (867,697,801) 　 (381,861,315)

2.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324,444,273 　 131,396,741 　

감가상각비 11,334,706 　 10,279,578 　

무형자산상각비 277,451 　 17,812 　

투자자산처분손실 53,760,444 　 62,446,209 　

투자자산평가손실 185,285,714 　 76,530 　

퇴직급여 73,785,958 　 58,576,612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133,362,535) (513,808,900)

투자자산처분이익 132,424,440 300,984,796 

투자자산평가이익 938,095 212,824,104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70,213,373) 148,783,908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30,000,000 

미수금의 감소(증가) 7,035,378 (69,185)

선급금의 감소(증가) (30,000,000) 130,494,830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7,500,000 - 

미수법인세환급액의 감소(증가) 5,709,320 (4,316,77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8,176,891) (6,353,569)

예수금의 증가(감소) (1,130,320) 606,95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20,069,217) (5,470,090)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감소) (12,061,872) 12,061,872 

퇴직금의 지급 (119,019,771) (8,170,130)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4,981,971 　 572,823,944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729,272,462 　 5,768,188,473 　

단기금융상품 처분 1,005,014,083 　 993,463,970 　

단기매매증권 처분 2,724,258,379 　 4,774,724,503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194,290,491) (5,195,364,529)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109,985,558 1,177,864,549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2,072,014,102 4,011,329,533 

비품의 취득 11,908,591 5,101,720 

상표권의 취득 382,240 1,068,727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0,000,000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50,000,000 　 　- 

유상증자 350,000,000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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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IV.현금의 증가(감소)(I+II+III)  38,152,535 (42,665,622)

V.기초의 현금  18,444,997 61,110,619 

VI.기말의 현금 56,597,532 18,444,997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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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4(당)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제3(전)기 2018년 04월 01일부터 2019년 03월 31일까지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

1. 일반사항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이하 "당사")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주요 사업목적

으로 하여 2016년 5월 24일 설립되었으며, 2017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

업 및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회사명은 주식회사 아이로보투자자

문이었으나, 2019년 11월 25일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

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5, 12층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200백만원이었으나 이후 3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납입

자본금은  2,700백만원이며, 2020년 3월 31일 현재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업라이즈 주식회사 2,700,000 100%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당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

였습니다. 

2-1. 수익인식기준

수익인식기준은 각 거래형태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수수료를 운용결과에 따라 유입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

고,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배당금수익은 배당

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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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금및 현금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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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제공한 대

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

함한 가격으로 측정하고, 유가증권의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

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되,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

하고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

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기간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고, 손상차손이 발생

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대손충당금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미수금 등 받을 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

분석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

정하고 있습니다.

2-5.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

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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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

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때)부터 아래의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내용연수

비품 5년

2-6. 퇴직급여충당부채

당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 임ㆍ직원이 일시

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7. 법인세회계

당사는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금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

세를 인식하는 경우,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법인세관련 기업

회계기준서상의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인식하고 있으며,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래

의 법인세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관련된 자산(부채)항목의 재무상태표상 분류에 따라 재

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유동부채) 또는 기타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세무상결손금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처럼 재무상태표상

자산항목 또는 부채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

적차이의 예상소멸시기에 따라서 유동항목과 기타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유동ㆍ비유동 구분 내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

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

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 추납액 또

는 환급액)은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계정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및 

기업결합으로부터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 자본계정 및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즉시 인식)에서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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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47,291,847 5,481,746 

증권예금 9,305,685 12,963,251 

합계 56,597,532 18,444,997 

 

4. 단기매매증권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구분 취득가액 공정가액 평가손익

수익증권 522,564,982 339,536,018 (183,028,964)

상장주식 72,733,995 71,415,340 (1,318,655)

합계 595,298,977 410,951,358 (184,347,619)

(전기)

(단위: 원)

구분 취득가액 공정가액 평가손익

수익증권           850,670,594      1,021,993,418 171,322,824 

상장주식          105,461,090        146,885,840        41,424,750 

합계        956,131,684        1,168,879,258 212,747,574 

- 14 -



5.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비  품 38,950 11,909 - (11,335) 39,524 

(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비  품 44,128 5,102 - (10,280) 38,950 

6. 무형자산

당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상표권 1,051 382 - (277) 1,156 

(전기)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기말

상표권 - 1,069 -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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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72,229 21,823 

퇴직급여 73,786 58,577 

퇴직급여 지급액 (119,020) (8,171)

기말 잔액 26,995 72,229 

8. 자본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주)

구  분 당  기 전  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 5,000,000

발행주식수 2,700,000 2,350,000

1주당금액 1,000 1,000

자 본 금 2,700,000,000 2,3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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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손금처리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4 기
2019년 04월 01일 부터

제 3 기
2018년 04월 01일 부터

2020년 03월 31일 까지 2019년 03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0년 06월 30일 처분확정일 2019년 06월 27일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                                                                    (단위:천원)

구분 당  기 전  기

Ⅰ. 미처리결손금 1,682,043 814,345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814,345 432,484 

  2. 당기순손실 867,698 381,861 

Ⅱ. 결손금처리액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682,043 8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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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세 비용

가.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법인세 부담액 - - 

일시적차이로 이한 이연법인세 변동 (12,062) 12,062 

법인세 비용 (12,062) 12,062 

나.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79,760) (369,799)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 

조정사항 - - 

유효법인세율  -  - 

다. 당기 및 전기 중 당사의 일시적차이의 증감내역 및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연법

인세자산(부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천원)

계정과목

당기 전기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이연법인세자

산(부채)

이연법인세자

산(부채)

I.손익에 반영될 일시적차이 　 　 　 　 　 　

  1.차감할 일시적차이 157,997 212,281 72,602 297,676 65,489 34,759 

  2.가산할 일시적차이 (212,824) (938) (106,864) (106,898) (23,518) (46,821)

  합계 (54,827) 211,343 (34,262) 190,778 41,971 (12,062)

II.자본에 반영될 일시적차이 　 　 　 　 　 　

III.인식하지 아니한 일시적차이 　 　 　 　 41,971 　

IV.차감후 합계(I+II-III) 　 　 　 　 - (1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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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단위:천원)

계정과목

당기 전기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이연법인세자

산(부채)

이연법인세자

산(부채)

I.손익에 반영될 일시적차이 　 　 　 　 　 　

  1.차감할 일시적차이 176,983 58,653 77,638 157,998 34,759 27,376 

  2.가산할 일시적차이 (50,795) (212,824) (50,795) (212,824) (46,821) - 

  합계 126,188 (154,171) 26,843 (54,826) (12,062) 27,376 

II.자본에 반영될 일시적차이 　 　 　 　 　 　

III.인식하지 아니한 일시적차이 　 　 　 　 　 27,376 

IV.차감후 합계(I+II-III) 　 　 　 　 (12,062) - 

11. 포괄 손익계산서

당사의 당기순손익과 포괄손익은 동일합니다.

12.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항목

당기와 전기의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급 여 423,113 539,723 

퇴 직 급 여 73,786 58,577 

복리후생비 20,782 24,918 

지급임차료 54,274 54,983 

감가상각비 11,335 10,280 

세금과공과 21,199 19,989 

합 계 604,489 708,470 

13. 재무제표의 확정일 및 승인기관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0년 6월 29일에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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