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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3년 2월 14일

감사의견

 

우리는 주식회사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2년 11월 30일과 2022년 5월 31일 현재의 재

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

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2년 11월 30일과 2022년 5

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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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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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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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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

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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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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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

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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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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재 무 제 표

주식회사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 2 기

2022년 06월 01일 부터

2022년 11월 30일 까지

제 1 기

2021년 10월 22일 부터

2022년 05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박영희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0층

(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전   화) 02- 2176- 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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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2 기  2022년 11월 30일 현재

제 1 기  2022년 05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자                        산

Ⅰ.유동자산 3,168,783,085 4,613,814,654

(1)당좌자산 3,168,783,085 4,613,814,654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6,7) 3,167,145,016 4,603,102,316

미수수익 1,401,819 931,863

선급비용 - 6,265,680

부가세대급금 - 3,477,375

당기법인세자산 236,250 37,420

Ⅱ.비유동자산 92,317,079,701 88,508,619,047

(1)유형자산(주석4,6,7,9,16) 92,317,079,701 88,508,619,047

토지 83,463,948,938 83,463,948,938

건설중인자산 8,853,130,763 5,044,670,109

자      산      총      계 95,485,862,786 93,122,433,701

부                        채

Ⅰ.유동부채 48,798,420,467 46,220,994,962

미지급금 154,000,000 113,591,922

미지급비용(주석16) 1,130,207,736 991,119,813

선수수익 - 99,917

예수금 75,538,580 166,383,310

부가세예수금 3,428,151 -

단기차입금(주석3,6,7) 47,435,246,000 44,894,000,000

임대보증금 - 55,800,000

부      채      총      계 48,798,420,467 46,220,994,962

자                        본

Ⅰ.자본금(주석1,8) 5,000,000,000 5,000,000,000

보통주자본금 5,000,000,000 5,000,000,000

Ⅱ.자본잉여금(주석8) 41,961,823,496 41,961,823,496

주식발행초과금 41,961,823,496 41,961,823,496

Ⅲ.결손금(주석8,14) 274,381,177 60,384,757

미처리결손금 (274,381,177) (60,384,757)

자      본      총      계 46,687,442,319 46,901,438,73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5,485,862,786 93,122,433,701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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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제 2 기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제 1 기  2021년 10월 22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Ⅰ.영업수익 - -

Ⅱ.영업비용 345,172,078 144,936,382

임원급여(주석13) 1,800,000 900,000

자산관리수수료(주석9) 225,000,000 94,150,000

일반사무수탁수수료(주석9) 21,000,000 9,115,384

자산보관수수료(주석9) 5,000,000 2,194,444

수도광열비 49,860,273 11,898,307

세금과공과금(주석13) 26,069,937 1,483,727

보험료 3,664,008 1,647,720

지급수수료 12,000,000 23,500,000

기타비용 777,860 46,800

Ⅲ.영업이익(손실) (345,172,078) (144,936,382)

Ⅳ.영업외수익 243,322,232 157,815,131

이자수익 2,004,294 1,174,867

기타영업외수익(주석9) 241,317,931 156,640,264

잡이익 7 -

Ⅴ.영업외비용 112,146,574 73,263,506

기타영업외비용(주석9) 110,105,800 73,263,500

잡손실 2,040,774 6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13,996,420) (60,384,757)

Ⅶ.법인세비용(주석11) - -

Ⅷ.당기순이익(손실) (213,996,420) (60,384,757)

Ⅸ.주당손익(주석12)

기본주당순이익(손실) (214) (154)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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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 2 기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제 1 기  2021년 10월 22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1년 10월 22일(제1기 기초) - - - -

설립자본금 300,000,000 - - 300,000,000

유상증자(주석8) 5,000,000,000 42,000,000,000 - 47,000,000,000

유상감자(주석8) (300,000,000) - - (3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발행비 상계 - (38,176,504) - (38,176,504)

당기순이익(손실) - - (60,384,757) (60,384,757)

2022년 05월 31일(제1기 기말) 5,000,000,000 41,961,823,496 (60,384,757) 46,901,438,739

2022년 06월 01일(제2기 기초) 5,000,000,000 41,961,823,496 (60,384,757) 46,901,438,739

당기순이익(손실) - - (213,996,420) (213,996,420)

2022년 11월 30일(제2기 기말) 5,000,000,000 41,961,823,496 (274,381,177) 46,687,442,319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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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 2 기  2022년 06월 0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제 1 기  2021년 10월 22일부터 2022년 05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7,492,293) 278,972,498

1.당기순이익(손실) (213,996,420) (60,384,757)

2.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 -

3.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 -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6,504,127 339,357,255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469,956) (931,863)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6,265,680 (6,265,680)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3,477,375 (3,477,375)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198,830) (37,42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40,408,078 113,591,922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10,338,276 14,194,444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99,917) 99,917

예수금의 증가(감소) (90,844,730) 166,383,310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3,428,151 -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 (55,800,000) 55,800,000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79,711,007) (87,531,693,678)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779,711,007) (87,531,693,678)

토지의 취득 - 82,553,948,938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3,779,711,007 4,977,744,740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41,246,000 91,855,823,496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41,246,000 92,194,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2,541,246,000 44,894,000,000

설립자본금 - 300,000,000

유상증자 - 47,000,000,00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38,176,504)

유상감자 - 300,000,000

주식발행비 - 38,176,504

Ⅳ.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1,435,957,300) 4,603,102,316

Ⅴ.기초의 현금 4,603,102,316 -

Ⅵ.기말의 현금(주석16) 3,167,145,016 4,603,102,316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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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2 기  2022년 11월 30일 현재

제 1 기  2022년 05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21년 10월 22일에 설립되어 2021년 11월  

30일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

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처분, 개발, 임대차 및 전대차 등 정관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의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

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주식의 종류 주식수(주) 지분율(%)

(주)신한은행
(마스턴KT임대주택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보통주 1,000,000 100.00

한편, 당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6월 1일에 개시하여 11월 30일에 종료하고, 12월 1일

에 개시하여 다음 해 5월 31일에 종료합니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주요한 회계정책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인식

당사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수익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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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

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

의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

는 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

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회

계방침에 따라 유형자산의 매입 등을 위하여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유  

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있는 바, 당기말과 전기말까지 취득원가에 계상한 금

융비용은 각각 1,936백만원 및 910백만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

계처리했을 경우보다 당기순손실과 전기순손실은 각각 1,025백만원 및 910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당기말과 전기말 결손금은 각각  1,936백만원 및 910백만원이 감소하였

습니다.

(3) 법인세회계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한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

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

중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예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액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결손금 등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래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는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하고 있

습니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특칙적용 : 이익준비금적립의무 배제 및 초과배당

당사는 결산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익배당 시 이익준

비금의 적립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458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

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가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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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비의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제한예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금융기관 당기말 전기말 근질권자 비고

현금및현금성자산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763,402 1,387,000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단기차입금에 대한 질권설정 

4. 유형자산

(1) 장부금액의 변동사항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초 취득 감가상각비 당기말

토지 83,463,949 - - 83,463,949

건설중인자산 5,044,670 3,808,461 - 8,853,131

합계 88,508,619 3,808,461 - 92,317,080

<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초 취득 감가상각비 당기말

토지 - 83,463,949 - 83,463,949

건설중인자산 - 5,044,670 - 5,044,670

합계 - 88,508,619 - 88,508,619

-  11 -



(2)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당기말 현재 당사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천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5-2 5,441.0 61,766,2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5-1 145.0 1,018,045

합계 5,586.0 62,784,277

5. 주요 보험가입현황

당기말 현재 당사가 가입한 보험은 없습니다.

6. 담보제공현황

당기말 현재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철거예정건물 포함)

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순위 우선수익자 우선수익권금액 관련채무 채무금액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

1순위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67,200,000 단기차입금 47,435,246

한편,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현금및현

금성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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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기차입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이자율(%) 한도 당기말 금액 전기말 금액 최종 만기일 상환방법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5.13(*) 56,000,000 47,435,246 44,894,000 2023-03-16 만기일시

합 계 47,435,246 44,894,000

(*)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3개월 변동금리로서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 고

시되는 91일물 CD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이며, 가산금리는 연 2.2%임.

한편, 주석3 및 주석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의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8. 자본

(1) 자본금

당기말 현재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으로 수권주식수는 50,000천주입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1,000천주이며, 보통주 자본금은 5,000백만원입

니다.

한편, 당사는 전기 중 설립자본금 300백만원 이외에 유상증자를 통해 총 47,000백만

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동 유상증자 시 발행된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은 각

각 5,000원 및 47,000원이며 동 유상증자로 보통주 1,000천주가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기 중 유상감자를 통해 설립자본금인 보통주 300백만원을 감자하였

습니다. 당사는 설립 시 1주당 액면금액 5천원으로 발행한 보통주 60천주를 액면가

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습니다.

(2) 자본잉여금

당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신주발행 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

행한 금액입니다. 한편,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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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적립된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

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잉여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이익준비금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익처분 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

법 제458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9. 주요 약정사항 

(1) 부동산 매매 계약

당사는 2021년 12월 23일에 (주)케이티에스테이트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5-

1 및 85-2에 위치한 토지(철거예정건물 포함)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동 계약에 따른 총 매매대금은 79,220백만원이며, 2022년 3월 16일에 매매대

금을 완납하고 동일자로 소유권이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철거예정건물과 관련하여 철거 전까지 임대에 따른 수익 및 비용을 기

타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자산관리계약 

당사는 마스턴투자운용(주)과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등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음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

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수료 비고

매입수수료 17억원
ㆍ17억원 중 7.9억원: 부동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
ㆍ17억원 중 9.1억원: 개발사업 착공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

운용수수료 연간 450백만원
ㆍ지급기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청산종결등기일까지
ㆍ매 분기 종료후 7영업일 이내에 연간 보수의 1/4를 지급

(3) 일반사무수탁계약 

당사는 (주)국민은행과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주식 발행에 관한 사무, 운

영, 계산, 세무에 대한 사무 및 청산 업무 등의 사무에 대한 일반사무수탁계약을 체결

하여 1차 유상증자 주금납입일부터 연간 42백만원의 수수료를 매 반기별로 균등지급

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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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보관계약

 

1) 당사는 신한자산신탁(주)(구, 아시아신탁(주))와 부동산의 보관, 부동산의 매각 기

타 처분 등에 따라 수취하는 현금의 보관 및 관리, 해산(청산)관련 업무 등에 대한 자

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엔에이치투자증권(주)와 증권ㆍ현금의 보관 및 관리, 해산(청산)관련 업무 

등에 대한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차 유상증자 주금납입일부터 사업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과 사업건물의 입주지정기간 개

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하 " 건설기간") 연간 10백만원(분기당 250만원), 건

설기간의 다음 날부터 청산등기일까지 연간 25백만원(분기당 625만원)의 수수료를 

매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5)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당사는 신한자산신탁(주)(구, 아시아신탁(주))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우선수익자는 주석6에서 설명하

고 있습니다.

1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지배ㆍ종속관계

당기말 현재 당사에 대한 지배기업 및 종속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ㆍ채무는 없습니다.

(4) 당사는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 아니므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분류별 보상금액, 총

보상금액 및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한 공시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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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비용 등

당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 동 법 시행

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바, 당사는 향후 배당가능이익을 전액 

배당할 예정이므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일시

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2. 주당손익 

당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순손익을 계산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순이익(손실) (213,996,420) (60,384,75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 1,000,000주 392,432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214) (154)

(*1) 당기와 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음.

<당기>

유통기간 구분 유통주식수 유통일수 적수

2022.06.01~2022.11.30 기초 1,000,000주 183일         183,000,000주

일수         183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총적수÷ 183일) 1,000,000주

<전기>

유통기간 구분 유통주식수 유통일수 적수

2021.10.22~2022.03.14 설립자본금 60,000주 144일          8,640,000주

2022.03.15~2022.03.22 유상증자 후 1,060,000주 8일          8,480,000주

2022.03.23~2022.05.31 유상감자 후 1,000,000주 70일        70,000,000주

합계 222일        87,120,000주

일수 222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총적수÷ 222일) 392,43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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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

당기와 전기의 영업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그 금액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기 전기

임원급여 1,800 900

세금과공과금 26,070 1,484

14. 결손금처리계산서

당기와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당) 기
2022년 06월 01일 부터

제 1(전) 기
2021년 10월 22일 부터

2022년 11월 30일 까지 2022년 05월 31일 까지

처리예정일 2023년 02월 28일 처리확정일 2022년 08월 31일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Ⅰ. 미처리결손금 274,381,177 60,384,757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60,384,757 -

   2. 당기순손실 213,996,420 60,384,757

Ⅱ.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274,381,177 60,384,757

15. 배당금

당사의 당기와 전기의 배당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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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금흐름표

당사는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당

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 기 전 기

토지 취득 미지급비용(*) - 910,000

건설중인자산 취득 미지급비용 95,675 66,925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발행비 상계 - 38,177

(*) 전기 토지 취득 미지급비용은 당기말 현재 미지급비용임.

한편, 현금흐름표 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

17. 재무제표의 확정 

당사의 당기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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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주식회사 마스턴제14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2년 06월 01일 부터 2022년 11월 30일 까지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

검토자

(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ㆍ

세무ㆍ가치평가

 등 전문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합계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회계사

수습

공인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1 - 1 - 1 - - - - - - - 3 -

투입

시간

분ㆍ반기검토 - - - - - - - - - - - - - -

감사 2 - 10 - 58 - - - - - - - 70 -

합계 2 - 10 - 58 - - - - - - - 70 -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2022.10.6 1 일

주요내용 당해 사업연도 감사 계획 수립

현장감사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2022.12.26-  2022.12.27 2 일 2 명 - 명 실증적분석 및 입증감사절차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 - 일

실사(입회)장소 -

실사(입회)대상 -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O 채권채무조회 - 변호사조회 -

기타조회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2 회

수행시기  2022.10.6, 2022.12.27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

수행시기 -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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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2년 10월 06일 총 2인: 내부감사 1인 및 외부감사인 담당이사 대면회의 계획된 감사범위의 시기와 개요

2 2022년 12월 27일 총 2인: 내부감사 1인 및 외부감사인 담당이사 대면회의 감사 종결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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