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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Ⅰ. 회사의 현황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주식회사 마스턴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설립일 2021.06.28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1층(서초동 교보생

명보험㈜ 서초사옥)

4) 자산 및 자본금, 부채 (기준일자) 2022.09.30 (단위: 원)

총자산  33,803,031,126

자본금  6,840,000,000

부채  1,659,076,071

5) 자산관리회사 마스턴투자운용㈜

6) 사무수탁회사 ㈜국민은행

7) 자산보관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8) 비고

(1)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 정관 제5조 (회사의 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법인설립일로부터 40년으로 한다.

- 정관 제61조 (해산)

이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 신용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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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립경과 및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 2021.06.28  발기인총회
- 2021.06.28  회사설립(자본금 3억원)
- 2021.08.13  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마스턴투자운용㈜)
- 2021.08.13  자산보관위탁계약 체결(엔에이치투자증권㈜)
- 2021.08.13  일반사무위탁계약 체결(㈜국민은행)
- 2021.11.09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 2021.11.27 유상증자 (증자 후 자본금 19억원)
- 2021.11.30 프랑스 현지 법인SAS OMEGA Deux 지분 취득
- 2022.04.18 단기차입 및 프랑스 현지법인 SAS OMEGA Deux 지분 취득
- 2022.04.22 프랑스 현지법인 아마존 물류센터 2곳 매입
- 2022.05.19 유상증자(증자 후 자본금 68.4억원) 및 단기차입 상환

나)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 해당사항 없음.



2) 발기인·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및 연혁 비고

마스턴프리미어

제1호위탁관리부

동산투자회사

110111 - 7408720 -
결격사유 없

음

※ 비고란에는 법 제7조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

※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지, 근무기간 및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직명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및 연혁 비고

대표이사 도병운 1974.12.11 법무법인(유) 세한
결격사

유 없음

기타비상무

이사
류규태 1970.11.18 법무법인(유) 세한

결격사

유 없음

기타비상무

이사
정신아 1978.08.15 법무법인(유) 세한

결격사

유 없음

감사 신용직 1983.10.26 오성회계법인
결격사

유 없음

※ 비고란에는 법 제14조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

※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지, 근무기간 및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주식 및 자본에 관한 사항

1)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한 주식의 내용

[  2022.09.30   현재]
(단위 : 원, 주)

구분 종류 발행주식수
주당 발행가

액

주당 액면가

액
비고

기명식 보통주 300,000 1,000 1,000

기명식 보통주 1,600,000 5,000 1,000 유상증자

기명식 보통주 4,940,000 5,000 1,000 유상증자

(2) 자기주식 취득현황

(단위 : 원, 주)

취득일자 종류 주식수량 취득가액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3) 현물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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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발행주식수 : 6,840,000주
- 주식매수선택권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수 6,840,000주(100.00%)
-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 : 해당사항 없음.



2) 자본금 변동상황

(단위 : 원, 주)

일자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중(감)자한

자본금
중(감)자 후

자본금
중(감)자

비율
종류 수량 주당

발행가액
주당

액면가액

2021.06.
28 설립 보통주 300,000 1,000 1,000 300,000,000 300,000,000 0.00%

2021.11.
27 유상증자 보통주 1,600,000 5,000 1,000 1,600,000,000 1,900,000,000 433.33%

2022.05.
19 유상증자 보통주 4,940,000 5,000 1,000 4,940,000,000 6,840,000,000 260.00%

3) 자본금 변동예정 등



4. 주주현황

1) 최대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현황

【  2022.09.30   현재】

성명 관계 내/
외국인 국적 기관/

개인
청약예외

주주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원인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마스
턴프리
미어제
1호위탁
관리부
동산투
자회사

최대
주주 내국인 대한

민국 개인 제27호 보통주

6,840,00
0

6,840,00
0

(100.00%
)

(100.00%
)

※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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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주주(10%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  2022.09.30   현재】

순위 성명 내/
외국인 국적 기관/

개인
쳥약예외

주주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3) 소액주주, 최대주주 및 기타주주 분포

【  2022.09.30   현재】

구분
주주수

(명)
비율 주식수 비율 비고

최대주주 1 100.00% 6,840,000 100.00%

주요주주 0.00% 0.00%

소액주주

-개인
0.00% 0.00%

소액주주

-법인
0.00% 0.00%

합계 1 100.00% 6,840,000 100.00%

4) 주가변동사항

월별 년 월 년 월 년 월 비고

최고가(일자)

최저가(일자)

월간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 주가는 월별 종가기준으로 기재



5.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 등의 분배방침

제58조(이익배당) 
① 이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
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
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초과배당은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
주총회의 결의로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소하고 이에 따라 증액된 배당가능이익을 주
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12조에 따라 상장한 경우, 총자산에서 100분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2) 최근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주당액면가액: 1,000원] (단위 : 원, %)

구분 제  2기 제  1기 제  -기 제  -기

당기순이익 645,387,832 19,335,217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751,616,219

당기감가상각비

등
- -

이익배당한도 751,616,219 -

배당금 751,616,219

주당배당금 110

배당수익율 3.71% -

연환산배당율 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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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 감가상각비 등 : 당기 감가상각비 + 전기이전 감가상각비 초과배당누적액

※ 이익배당한도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당기 감가상각비 등



※ 주당배당금 : 배당금 / 발행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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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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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 자산의 투자·운용 및 자산의 구성·변경 현황

Ⅰ. 총자산의 투자·운용 및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항목
전분기 당분기

총자산대비
구성비율

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부동산 781 2.34 256 0.76
0.76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32,559 97.66 33,546 99.24 99.24

현금

기타 자산 0 0

총계 33,340 100.00 33,803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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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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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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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으로 표시된 전기 및 당기금액은 설립할때 납입된주금 및 신주발행으로 조성된 금액임.
(5부. I에서는 현금및 현금성자산으로 표시됨)



1. 부동산(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

1) 소유 부동산별 개요

부동산

명
위치

완공

(개축)일자
취득일자 담보 및 부채내역

자료가 없습니다.

※ 준공시 잔금지급예정으로 준공후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는 제외



2) 소유 부동산별 금액현황

(단위 : 백만원)

부동산명

취득가액 취득후
자본적지출 평가손익

감가
상각

누계액

손상
차손

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
물

자료가 없습니다.



3) 소유 부동산별 임대현황

부동산

명

임대가능

면적

(㎡)

임대면적

(㎡)

임대율

(임대면적/임대

가능면적,%)

임대차

계약수

자료가 없습니다.



2. 분기말 현재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종목명 취득금액
당해 분기말

현재 가액
자산구성비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SCI OMEGA Deu

x
31,967 33,546 99.24%

당해 기말 현재가액은 지분법자본변동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당기중 종목명이 SAS OMEGA Deux에서 SCI OMEGA Deux로 변경되었습니다.



3. 현금(금융기관 예치내역 포함) 현황

(단위 : %, 백만원)

예치 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전분기예치금 당분기예치금 비고

보통예금 우리은행 변동 181 256

보통예금 하나은행 변동 0 0 백만원 미만

보통예금(외화) 우리은행 변동 0 0

정기예금 우리은행 2.22 600 0 22.09.01 
해지

 2부.I - 전기(설립, 신주발행) 및 당기으로 조성한 자금은 부동산으로 표시함



4. 분기말 기타 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종목명 취득금액
당해 분기말

현재 가액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 선납법인세 441,540원은 백만원미만으로 제외함



Ⅱ. 총자산의 변경내역

1. 당분기동안의 부동산 매입·매각

(단위 : 백만원)

구분 부동산명 위치 거래일자 매매가액 거래비용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 매각의 경우 비고란에 취득한 금액, 보유기간 등 간략히 기재

2. 당분기동안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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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동안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거래내역 없음

3. 현금(금융기관 예치내역 포함)변경내역

(단위 : %, 백만원)

예치 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전분기예치금 당분기예치금

보통예금 우리은행 변동 181 256

보통예금 하나은행 변동 0 0

보통예금(외화) 우리은행 변동 0 0

정기예금 우리은행 2.22 600 0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외화보통예금 예치금은 변경금액이 백만원 미만이라 '0'원으로 기재하였고, 우리은
행 정기예금은 9월1일자로 해지함

4. 기타 자산 변경내역

(전기 -> 당분기)     
미수수익 : 145,973원 -> 0원
선급법인세 :  73,070원-> 441,540원



제 3 부 자산 및 수익과 비용에 관한 사항

Ⅰ. 총수입금액 및 수입구조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부동산

임대료 -

분양수익

(처분수익)
-

기타수익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이익 35,644,165 10.83% 지분법이익

처분이익 -

이자,배당금 등 286,280,742 86.98% 배당금

현금 현금관련수익 2,246,814 0.68% 이자수익

기타자산
기타자산관련수

익
4,968,925 1.51% 외환차익

기타

총 수 익 329,140,646 100.00%

※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이익란에는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이익만 포함

※ 기타란에는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는 수익을 기재



Ⅱ. 부문별 상세내역

1. 부동산(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

1) 부동산 임대료 수익

부동산

명
임대료(원) 비율(%)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2) 부동산 처분수익

(단위 : 원)

부동
산명 취득가액 평가손익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매매가액 처분손익 비율(%)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분양수익은 비고란에 구분 기재



2.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처분손익, 평가손익, 이자 및 배당금

(단위 : 원)

구분 매매손익 평가손익 이자 및 배당금 비율(%) 비고

1 SCI OMEGA Deux 35,644,165 286,280,742 100.00% 지분법이익

당기중 종목명이 SAS OMEGA Deux에서 SCI OMEGA Deux로 변경됨



3. 현금(금융기관 예치내역 포함)

(단위 : %,원)

예치 금융상품 예치 금융회사 이자율 전분기예치금
발생수익

당분기예치금
발생수익 비고

보통예금 우리은행 변동 231,284 51,802

보통예금 하나은행 변동 11 0

보통예금(외화) 우리은행 변동 0

정기예금 우리은행 2.22 145,973 2,195,012 22.09.01해
지



4. 기타 자산 수익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1 외환차익 4,968,925 100.00%

2 0.00%

3 0.00%

4 0.00%

5 0.00%



Ⅲ. 총 비용 및 지출구조

구분 금액(원) 비율(%) 비고

부동산

분양원가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손실 0
파생상품평가손

실

처분손실

기타비용 62,571,019 92.60% 지급수수료 등

현금 현금관련비용

기타자산
기타자산관련비

용

기타 5,000,000 7.40% 사무위탁수수료

총비용 67,571,019 100.00%

※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평가손실란에는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손실만 포함

※ 기타란에는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는 비용을 기재



Ⅳ. 상세내역

1. 부동산 영업경비

(단위 : 원)

구분 합계 프랑스 현금 기타자산 기타

분양원가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자산관리수수료
(AMC수수료) 831,778 831,778

부동산관리수수료
(PM,FM등)

자산보관수수료 1,250,000 1,250,000

일반사무
위탁수수료 5,000,000 5,000,000

기타지급수수료 54,501,000 54,501,000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5,978,441 5,978,441

광고선전비

보험료

임차료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선유지비

청소비

수도광열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판매촉진비

이자비용

금융리스이자비용

기타영업비용 9,800 9,800



2. 업무위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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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비용
(원)

자산관리회사

기본보수(매입)

마스턴투자운용㈜

* 보수 : SPV 가 체결하는 부동산관련매매계약
서상의 물류센터 매입금액상의 물류센터 매입금
액의 0.4%
* 지급일 :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성과보수(매입)

기본보수(운용)
* 보수 : 주식발행가액의 연 0.01%
* 지급일 :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득한날로부터
 7일 이내

831,778

성과보수(운용)

기본보수(매각) * 보수 : SPV의 물류센터 매각금액의 0.2%
* 지급일 : 매매대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성과보수(매각)

사무수탁회사 위탁보수 ㈜국민은행 * 보수 : 연간 20,000,000원
* 지급일 : 매 사업연도말일로부터 7일 이내 5,000,000

자산보관회사 위탁보수 엔에이치투자증권㈜
* 보수 : 연간 5,000,000원
* 지급일 : 매 반기 종료 후 수탁자의 청구일로
부터 7일 이내

1,250,000

시설관리회사 위탁보수

임대관리회사 위탁보수

재산관리회사 위탁보수

합 계 7,081,778



Ⅴ. 자기자본수익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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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회사수익률 3.30 6.48 1.20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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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입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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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할 것



제 4 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

Ⅰ.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

1. 개요

(단위 : 백만원)

개발사업명 소재지 개발규모
(㎡)

준공
예정일 공정률 총사업비 총

투자금액
기

투자금액 비고

자료가 없습니다.

※ 1. 총사업비는 당해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를 말함

2. 총투자금액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말함

3. 기투자금액이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이미 투자한 총금액을 말함



2. 당분기에 추진중인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1) 부동산개발사업명(1)

2) 부동산개발사업명(2)

3) 장래 예정인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제 5 부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Ⅰ. 재무상태표

당기 제 3 기 1 분기 기준일 2022.09.30 현재
전기 제 2 기 기말 기준일 2022.06.30 현재

회사명: 주식회사 마스턴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3 (당)기 1 분기 제 2 (전)기 기말

금액 금액

I. 자 산

1. 유동자산 256,882,037 780,775,433

1) 현금및현금성자산 256,440,497 180,556,390

2) 단기금융상품 600,000,000

5) 미수수익 145,973

11) 선급법인세 441,540 73,070

14) 재고자산 0 0

2. 비유동자산 33,546,149,089 32,559,053,042

4) 유가증권 33,546,149,089 32,559,053,042

종속기업투자 33,546,149,089 32,559,053,042

5) 유형자산 0 0

6) 투자부동산 0 0

7) 무형자산 0 0

자 산 총 계 33,803,031,126 33,339,828,475

1. 유동부채 1,659,076,071 370,825,166

7) 미지급비용 7,081,778 5,284,417

16) 유동파생상품부채 1,651,994,293 365,540,749

2. 비유동부채 0 0

부  채  총  계 1,659,076,071 370,825,166

1. 자본금 6,840,000,000 6,840,000,000

1) 보통주자본금 6,840,000,000 6,840,000,000

2. 자본잉여금 25,150,805,000 25,370,805,000

1) 주식발행초과금 25,150,805,000 25,370,805,000

3. 자본조정 0 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1,526,402 93,475,260

2) 파생상품평가손익 -1,651,994,293 -365,540,749

3) 표시통화환산손익 1,410,467,891 459,016,009

5. 이익잉여금(결손금) 394,676,457 664,723,049

자  본  총  계 32,143,955,055 32,969,003,30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3,803,031,126 33,339,828,475



Ⅱ. 손익계산서

당기 제3기1 분기 시작일 2022.07.01 종료일 2022.09.30
전기 제2기1 분기 시작일 2022.01.01 종료일 2022.03.31

회사명: 주식회사 마스턴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목

제 3 (당)기 제 2 (전)기

금액 금액

최근 3개월 당기누적 최근 3개월 전기누적

Ⅰ. 영업수익 321,924,907 321,924,907 67,746,506 67,746,506

5) 배당금수익 286,280,742 286,280,742

7) 기타영업수익 35,644,165 35,644,165 67,746,506 67,746,506

Ⅱ. 영업비용 67,571,019 67,571,019 83,000 83,000

6) 자산관리수수료(AMC수수료) 831,778 831,778

8) 자산보관수수료 1,250,000 1,250,000

9) 일반사무위탁수수료 5,000,000 5,000,000

10) 기타지급수수료 54,501,000 54,501,000

14) 세금과공과 5,978,441 5,978,441 67,500 67,500

29) 기타영업비용 9,800 9,800 15,500 15,500

Ⅲ. 영업이익 254,353,888 254,353,888 67,663,506 67,663,506

Ⅳ. 영업외수익 7,215,739 7,215,739 243,391 243,391

1) 이자수익 2,246,814 2,246,814 243,391 243,391

8) 외환차익 4,968,925 4,968,925

Ⅴ. 영업외비용 0 0 43,078,631 43,078,631

3) 파생상품관련손실(처분손실 등) 43,069,841 43,069,841

6) 외화환산손실 8,790 8,790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61,569,627 261,569,627 24,828,266 24,828,266

Ⅶ. 법인세비용(수익) 0 0 0 0

Ⅷ. 당기순이익(손실) 261,569,627 261,569,627 24,828,266 24,828,266

Ⅸ. 기타포괄이익(손실) -335,001,662 -335,001,662 77,490,326 77,490,326

3) 기타의 기타포괄손익 -335,001,662 -335,001,662 77,490,326 77,490,326

Ⅹ. 총포괄이익(손실) -73,432,035 -73,432,035 102,318,592 102,318,592

ⅩⅠ. 주당이익 38 38 13 13



Ⅲ.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결산기 작성대상으로 분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Ⅳ.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결산기 작성대상으로 분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Ⅴ.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결산기 작성대상으로 분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Ⅵ.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

주석은 투자보고서 마지막에 별첨합니다.



Ⅶ. 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및 위반사항

감사(검토)의견 :적정

기타사항(특기사항 포함)

- 내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및 위반사항

감사(검토)의견 :적정

기타사항(특기사항 포함)



제 6부 중요한 소송등 진행 현황

Ⅰ.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 주석.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 참고



제 7부 특별관계자 등과의 거래 현황

Ⅰ. 거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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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함

※ 특별관계자 등과의 거래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함



제 8부 기타사항

Ⅰ. 제재현황



주석

제 3 기 반기말 2022년 09월 30일 현재

제 2 기말 2022년 06월 30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마스턴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마스턴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21년 6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11월 

09일자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1층 (서초동, 교보

생명보험㈜ 서초사옥)이며,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같은 해 6월 30일 종

료하고, 7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합니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

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최종 사업연도는 이 회사의 해산일까지로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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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내역 및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주식의 종류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주)마스턴프리미어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 6,840,000 6,840,000 1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

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

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

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1년 2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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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

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

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

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 리스’  개정 - 이자

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

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

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

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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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

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

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

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

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

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

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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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

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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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을 대

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

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

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

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

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

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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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

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

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

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

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

용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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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

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

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

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

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

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

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

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

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

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

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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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영업

수익' 또는 '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

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

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

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영업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영업수

익' 또는 '영업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

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

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

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

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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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

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

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

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

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

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

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

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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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6 파생상품

 

회사는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

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

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

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

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

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 파생상품을 외화위험과 관련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

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위험

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

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

고 있습니다. 위험회피관계가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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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이 회사가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

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가 실제 사용하

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은 경우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

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

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 재조정).

 

회사는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전체(즉 선도요소 포함) 변동을 선도계약을 포함하는 위

험회피관계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석 12에서는 위험회피목적으로 이용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회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

생상품 및 기타 적격한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은 위험회피 개시시점부터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한도로 하

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

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

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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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

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

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

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

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

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

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7 외화환산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

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

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

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

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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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

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

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

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

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

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

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

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

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9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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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투자수

익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0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11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

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

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

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

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COVID-19 영향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수익

의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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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

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

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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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256,440 180,556

상기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사용이 제한된 내역은 없습니다.

5. 종속기업투자

(1)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의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 회사명 소재지 결산월 주요영업활동
당반기말 

 지분율

장부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SCI OMEGA Deux 프랑스 12월 비주거용 건물 입대업 100% 33,546,149 32,559,053

(2) 당반기 중 종속기업투자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32,559,053 7,359,152

취득 - -

지분법손익 35,644 67,747

지분법자본변동 951,452 48,230

기말금액 33,546,149 7,475,129

(3)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SCI OMEGA Deux 33,565,964 12,482 33,553,481

(4) 종속기업의 당반기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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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회사명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SCI OMEGA Deux - 35,644 1,139,750

6. 자본

(1) 자본금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당 액면금액, 발행한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0주 2,000,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1,000원 1,000원

발행한 주식의 수(보통주식) 6,840,000주 6,840,000주

자본금(보통주식) 6,840,000,000원 6,840,000,000원

(2)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

당반기 중 유통보통주식수 및 자본금,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발행주식수(주)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발행주식수(주)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   초 6,840,000 6,840,000 25,370,805 1,900,000 1,900,000 6,385,511

자본준비금의 전입 - - (220,000) - - -

기   말 6,840,000 6,840,000 25,150,805 1,900,000 1,900,000 6,385,511

(3) 자본잉여금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신주발행시 액면가액을 초과하

여 발행한 금액입니다. 한편,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

에는 처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적립된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

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잉여금을 감액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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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준비금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익처분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

법 제458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7.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

(1)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특수관계자명

지배기업 (주)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타  마스턴투자운용㈜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과목 당반기 전반기

마스턴투자운용㈜ 자산관리수수료 832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와 특수관계자간의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과목 당반기말 전기말

마스턴투자운용㈜ 미지급비용 832 450

(4) 당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없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과 특

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8. 법인세비용 등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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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항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

로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 등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정관 제58조 

제2항에 따라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

당할 수 있으므로 향후 법인세부담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9.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보험계약

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보험가입내역은 없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위탁보수계약

회사는 마스턴투자운용㈜와 자산의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자

산관리회사인 마스턴투자운용㈜에 지급하게 될 위탁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매입보수 운용보수 매각기본보수

지급금액
부동산관련매매계약서 상의 

물류센터 매입금액(*)의 0.40%
주식발행가액의 연 0.01%

부동산관련매매계약서 상의 

물류센터 매각금액(*)의 0.20%

지급시기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7일 이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취득일 또는 매각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에 고시되는 유로화 매매기준율 적용

(3)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위탁보수계약

회사는 ㈜국민은행과 일반적인 사무업무에 대한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회사가 일반사무수탁회사인 ㈜국민은행에 지급하게 될 수탁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일반사무수탁수수료
매 사업연도(6개월 단위) 금 일천만원 매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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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1년당 20,000,000원) 7영업일 이내

(4) 자산보관기관의 위탁보수계약

회사는 엔에이치투자증권㈜와 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자산보관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에 지급하게 될 자산보관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자산보관수수료

연간 500만원

부동산 추가시 자산별로 연간 200만원 증액

부동산 처분시 자산별로 연간 200만원 감액

매 반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며, 반기 종료 후 수탁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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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

어 산정하였습니다.

보고기간의 기본주당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보통주 반기순이익 261,569,627 원 24,828,266 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1) 6,840,000 주 1,900,000 주

기본주당이익 38.2 원 13.1 원

(주1) 보고기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구     분 일자 주식수(주) 가중치(일) 적수

보통주 2022-07-01 6,840,000 92 629,280,000

일수 9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840,000

2) 전반기

구     분 일자 주식수(주) 가중치(일) 적수

보통주 2022-01-01 1,900,000 90 171,000,000 

일수 9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900,000

(2) 희석주당이익

회사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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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1) 당반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단위: 천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56,440 256,440 180,556 180,556

  단기금융상품 - - 600,000 600,000

합     계 256,440 256,440 780,556 780,556

2) 금융부채

(단위: 천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파생상품부채 1,651,994 1,651,994 365,541 365,541

(2)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

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

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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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

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

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

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당반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는 존재하지 않아 공

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공시하지 않습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경영진은 재무상태표에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당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자수익 2,247 24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외환손익 4,969 (9)

합     계 7,216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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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무위험관리

12.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

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프로그램은 금융시장의 예

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에서 수행되고 있

으며,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12.1.1 시장위험

회사는 EUR 등의 주요통화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 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ㆍ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EUR EUR

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 42

당반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당사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법인세 차감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통화
세전 이익에 대한 영향 세전 이익에 대한 영향

당반기말 전기말

상승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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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분 통화
세전 이익에 대한 영향 세전 이익에 대한 영향

당반기말 전기말

EUR 하락시 - (4)

회사는 미래 예상거래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파생상품계약을 체

결하고 있습니다.

- 종속기업 SCI OMEGA Deux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환스왑계약

파생상품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처 만기일 약정환율 원화 매입금액(단위: 원) 유로 매도금액(단위: EUR)

우리은행 2027-04-19 1,337.30 31,864,958,503 23,827,831

12.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

용위험 뿐 아니라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신

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

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

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당반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노출금액은 장부금액

과 같습니다.

12.1.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회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할인되지 아니한 계약상의 상환의무를 기

초로 한 회사의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 -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1년 이내 1년 초과 ~ 5년 이내 5년 초과 합  계

파생상품부채 - 1,651,994 - 1,651,994

12.2 자본위험 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주주에게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산업 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

으며, 자본조달비율은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

은 재무상태표상 차입금 총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차감한 금액

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순차입금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차입금이 없으므로, 자본조달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3. 현금흐름표

당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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