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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책임자:

(직 책)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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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 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1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 17조에 의하여 제 2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1.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오전 9시
2.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무진대로 932 광주신세계 아카데미 다목적홀
3. 보고사항 :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4.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제 21기(2015.01.01~2015.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
사 홈페이지 및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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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 외 이 사 등 의 활 동 내 역 과 보 수 에 관 한 사 항
1. 사 외 이 사 등 의 활 동 내 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회차

개최일자

김상월
(출석률: 100%)

의안내용

윤판
(출석률: 100%)

이용연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1

2

3

4

2015.01.16 내부회계관리 조직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2014 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2014 사업년도 현금배당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2015.01.29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2014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참석

참석

-

2014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보고

참석

참석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찬성

찬성

-

참석

참석

-

2015년 1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내부회계관리 조직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015년 2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당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계약

참석

참석

참석

2015년 3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2015년 4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광주신세계 랜드마크형 복합개발 진행 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015.02.24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보고

2015.03.13

2015.04.17

5

2015.05.22

6

2015.06.26 2015년 5월 경영실적 보고

7

2015.07.24

2015년 6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8

2015.08.21 2015년 7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9

2015.09.18 2015년 8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10

2015.10.16

당좌차월 약정계약 건

찬성

찬성

찬성

2015년 9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11

2015.11.27 2015년 10월 경영실적 보고

12

2015.12.18

참석

참석

참석

경영수수료 재 계약

찬성

찬성

찬성

2015년 11월 경영실적 보고

참석

참석

참석

※ 사외이사 이용연 이사가 2015년 3월 13일자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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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김상월
사외이사 윤 판

2015.01.29 - 2014년 내부회계관리 운용실태 평가 및 보고

보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유신열
사외이사 윤 판

2015.02.24 -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가결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김상월
사외이사 윤 판

2015.02.24 - 제20기 사업년도 회계 및 업무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2. 사 외 이 사 등 의 보 수 현 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사외이사

3

1,500

121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4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6명의 보수한도 총액임
※ 상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사업연도 말 인원인 3으로 나눈 금액임

II. 최 대 주 주 등 과 의 거 래 내 역 에 관 한 사 항
1. 단 일 거 래 규 모 가 일 정 규 모 이 상 인 거 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지급수수료
(경영수수료)

(주)신세계
(계열회사)

2015.1월~2015.12월

49.1

2.39

지급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주)이마트
(계열회사)

2015.1월~2015.12월

20.8

1.01

2. 해 당 사 업 연 도 중 에 특 정 인 과 해 당 거 래 를 포 함 한 거 래 총
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3-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신세계
(계열회사)

상품매입 및 지급수수료 등

2015.1월~2015.12월

104.5

5.10

(주)이마트
(계열회사)

상품매입 및 지급수수료 등

2015.1월~2015.12월

118.3

5.78

-4-

I II . 경 영 참 고 사 항
1. 사 업 의 개 요
가. 업계의 현황
[ 백화점 부문 ]
(1) 산업의 특성
커다란 자금력과 영업력을 겸비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인 백화점은 고품격의
매장 인테리어, 최첨단 편의시설, 소비재에서 고급의류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을 취
급하는 유통산업으로서 다른 유통업태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련된
판매시설을 통하여 첨단 유행을 선도하고 패션 트랜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유통산
업입니다.
이러한 백화점은 지난 60년대 경제발전기부터 한국 유통산업의 중심에서 낙후된 유
통산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홈쇼핑ㆍ인터넷 쇼핑몰 등 온
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시장 재편과 아울러 업태간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
습니다. 또한 96년 유통산업의 전면적인 시장 개방에 따른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로
업체간 가격 경쟁, 입지 경쟁, 서비스 경쟁 등 전반적 경쟁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
하였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00년대에 접어들며 대형마트 등의 출점 가속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
로 지방백화점을 시작으로 중ㆍ소형백화점의 시장이탈과 더불어 대형백화점위주의
시장재편을 거치면서 수년간 저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 아울렛 등
의 신업태의 등장으로 업태간의 경쟁이 보다 가속화 되고있습니다.
2015년 백화점 업계는 29.2조의 매출로 전년 대비 △0.4%대의 신장율을 기록하였
습니다.
※ 백화점 매출현황(전년동기대비)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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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1년

매출액(조원)

29.2

29.3

29.8

29.1

27.6

신장율(%)

- 0.4

- 1.6

2.6

5.4

11.4

- 자료출처 : 통계청, 「16개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3) 경기변동의 특성
백화점은 생활 내구재로부터 명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중 주력상품은 단연 의류 및 잡화를 중심으로 하는 패션상품입니다.
따라서 여타의 유통업태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유통업태와의 차별화를 위해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명절, 기념일 등의 GIFT 시즌이 포함된 봄, 가을, 겨울의 판매액이 여
름철의 판매액을 상회하는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4) 경쟁요소
현재의 유통산업은 전업태간 동질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산업의 특
성상 고도의 자금력과 영업력을 겸비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으로 신규 시장
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대형마트ㆍ온라인 쇼핑몰 등 이업태의 출현은 대형 백화점을 위주로 하는 시장
재편으로 중ㆍ소형 백화점의 시장이탈 및 M&A 활성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백화점은 시설 및 상품 고급화, 고품격 서비스력 쇄신, 보다 세분화된 CRM활
동, 첨단 과학적 마케팅 기법의 도입, 매장 인테리어 고급화 및 편익시설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ㆍ잡화 등 백화점의 주력 상품인 패션류는 대형마트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
로 고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기회복 국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001년 7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전면 금지
- 주차장법:
지자체장은 신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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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
- 재래시장 특별법:
지자체장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 시장과의 협력
요청가능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유발비용
원인자(개발자)에게 부과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 등이 음·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전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 가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3,000㎡이상 규모의 대형 판매시설 건축 제한
- 유통산업 발전법: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공정화, 분쟁조정, 사건처리절차,
벌칙 등을 지정
-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조례: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기반 유통업체 사이의 상생협력관계를 꾀하고 소상인
보호를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정
[ 대형마트 부문 ]
(1) 산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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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는 상품의 대량 구매ㆍ대량 진열, 상품의 저마진 고회전, 셀프 서비스의 특
성을 지닌 유통 형태로서 IMF 외환위기 이후 실속구매를 지향하는 소비 패턴과 대형
마트의 계속적인 출점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형 마트는 다품목으로 농수산물에서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량 구매로 매입단가를 낮춤으로써,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여 합리적 소비를 도모, 상품력이 뛰어난 지방 중소제조업체와
지방특산물을 발굴하여 전국적인 유통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이
바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993년 국내에 대형 마트가 최초로 선을 보이기 시작하여 저가 정책과 합리적인 소
비 패턴이 정착화 되면서 대형 마트는 꾸준한 신장을 하며 2003년 할인점이 백화점
매출을 추월하여 국내 최대의 소매업태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성장속
도 둔화 및 지속적인 대형마트의 출점으로 인하여 업계의 성장성이 성숙단계로 진입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HMR
상품 강화, 해외직소싱 등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유통산업 발전법 관련 의무 휴업일 지정 영향으로 매출 신장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5년 대형마트 업계 매출은 총 48.6조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
하는 성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매출현황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매출액(조원)

48.6

47.5

45.9

44.8

42.2

신장율(%)

2.4

3.5

2.4

6.3

10.9

- 자료출처 : 통계청,「16개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3) 경기변동의 특성
대형 마트의 상품 구성은 농수산물, 공산품 등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다른 소매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문화로 경기 탄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는 여름휴가 및 추석 등이 있는 3분기의 매출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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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요소
대형 마트의 중요한 경쟁 요소는 출점 입지의 선점 및 다점포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가격 경쟁력 우위가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그러나 대형업체 위주의 시장 구조에서는 위의 두 가지 경쟁 요소와 함께 더불어 엔
터테인먼트(오락)를 즐길 수 있는 고객 편의 시설 및 차별화 된 고객서비스 등의 고객
의 만족을 충족할 수 있는 비가격적 부분이 주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입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백화점 부문과 동일외 추가 규제
- 유통산업 발전법: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0.2% 증가한 2,053억원, 총매출액은 1.4% 증가한
4,53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5.7% 증가한 54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백화점 부문 ]
백화점 부문 2015년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296억원, 총매출액
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3,623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2% 증가한 510
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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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부문 ]
E-Mart 부문 2015년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757억원, 총매출액
은 △5.0% 감소한 913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0% 감소한 3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 시 장 점 유 율
현재 광주지역에는 당사를 포함해 롯데백화점과 NC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 기타 대형마트 20여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상장법인으로
서 실적 공시를 통해 당사의 재무현황 및 영업실적을 매 기간마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만,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경쟁백화점과 타 대형마트는 비상장회사 또는 상장회사의
지점으로 그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부재합니다. 이에 시장점유율은 부득이하
게 통계청에서 제시된 광주광역시 백화점 판매액과 대형마트 판매액을 기준으로 파
악하고 있습니다.
[ 백화점 부문 ]
백화점 부문은 광주지역에 당사를 포함해 롯데백화점과 NC백화점이 영업을 하고 있
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장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2015년에는 다소 점유율
이 하락하였습니다.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광주신세계

40.3%

41.5%

40.4%

39.0%

39.6%

기 타

59.7%

58.5%

59.6%

61.0%

60.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 통계청 (당사 총매출액 ÷ 광주광역시 총매출액)
[ 대형마트 부문 ]
이마트 등 기타 대형마트 20여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은 동업계간의
경쟁심화 등의로 인해 점유율이 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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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광주신세계 E-Mart

7.7%

8.6%

8.6%

9.2%

10.8%

기 타

92.3%

91.4%

91.4%

90.8%

89.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출처 : 통계청 (당사 총매출액 ÷ 광주광역시 총매출액)
(3) 시 장 의 특 성
유통업에서 중요한 것은 입지의 선점을 통한 고객 접근성 확보에 있는 바 최근 대단
위 택지개발로 광산구 지역의 신흥 주거단지 확대, 송원대학 부지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당사 상권 내 유입 및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업환
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터미널 유스퀘어에 문화시설
및 영화관이 신규로 들어서면서 집객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2007년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출점시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심의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에
도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예견됩니다.
[백화점 부문]
광주지역 도ㆍ소매 유통시장은 대형 백화점 (신세계, 롯데, NC)을 중심으로 아울렛
등의 이 업태와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지속된 소득의 양극화로 백화점은 고급품, 패션 장르를 강화, 다양한 문화
마케팅 전략, 고객의 고객관계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마
케팅의 강화 및 집중을 통해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 계층을 확보
하는데 힘쓰는 한편, 격조 높은 매장 분위기 연출을 통해 고품격 백화점으로서 이미
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부문]
대형마트는 현재 이마트 5개, 롯데마트 4개, 홈플러스 3개 점포와 지방 대형마트가
다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대형 마트는 신흥 택지개발, 대단위 아파트 주
거 단지 위주로 각 점포가 진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형 마트 간의 가격 경쟁으로 인
한 집객 효과는 감소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 구색과 서비스의 차별화 등이 주
요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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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 규 사 업 등 의 내 용 및 전 망
해당사항 없음
(5) 조 직 도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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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주 총 회 목 적 사 항 별 기 재 사 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 해 당 사 업 연 도 의 대 차 대 조 표 (재 무 상 태 표 )ㆍ 손 익 계 산 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ㆍ
자 본 변 동 표 ㆍ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 또 는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안 )ㆍ 현 금 흐 름
표
※ 제21(당)기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 대 차 대 조 표 (재 무 상 태 표 )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1기 2015. 12. 31 현재
제 20기 2014.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자

산

제 21(당) 기

Ⅰ.유동자산

제 20(전) 기

33,510,638,486

현금및현금성자산

24,561,634,615

11,073,537,862

2,379,768,615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5,851,112,651

5,796,767,293

재고자산

5,113,085,528

4,715,757,946

11,472,902,445

11,669,340,761

기타유동자산
Ⅱ.비유동자산

625,984,519,623

장기금융예치금

628,197,052,896

10,000,000

8,500,000

유형자산

111,688,001,191

112,432,842,593

무형자산

917,236,986

766,192,771

기타비유동채권

334,212,564,559

325,555,595,742

이연법인세자산

1,996,845,528

1,455,848,945

기타비유동자산
자
부

177,159,871,359
산

총

계

187,978,072,845
659,495,158,109

652,758,687,511

167,220,829,411

100,591,602,599

채

Ⅰ.유동부채
단기차입금

-

35,800,000,000

유동성사채

99,975,524,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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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당기법인세부채
기타유동부채

제 21(당) 기
28,264,560,708

25,864,546,904

8,079,491,078

6,881,421,651

30,901,253,513

Ⅱ.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채무
확정급여부채
총

103,542,159,280

-

99,910,219,738

641,627,298

2,996,862,298

251,905,090
채

자

계

635,077,244
168,114,361,799

204,133,761,879

8,000,000,000

8,000,000,000

13,375,628,000

13,375,628,000

470,005,168,310

427,249,297,632

491,380,796,310

448,624,925,632

659,495,158,109

652,758,687,511

본

Ⅰ.자본금
Ⅱ.기타자본
ⅡI.이익잉여금
자

32,045,634,044
893,532,388

사채

부

제 20(전) 기

본

총

계

자 본 과 부 채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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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익 계 산 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포 괄손익계산서
제 21(당) 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제 20(전) 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Ⅰ.매출액

205,331,892,373

204,820,461,221

Ⅱ.매출원가

(67,952,822,641)

(71,460,628,949)

Ⅲ.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137,379,069,732
(82,606,670,535)

Ⅳ.영업이익
기타수익

133,359,832,272
(81,524,192,663)

54,772,399,197
127,590,877

51,835,639,609
258,179,304

기타비용

(421,048,967)

(572,167,788)

금융수익

8,672,168,003

8,450,711,416

금융원가

(3,570,380,929)

(4,954,854,841)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9,580,728,181

55,017,507,700

(13,679,314,911)

(12,781,152,259)

Ⅶ.당기순이익

45,901,413,270

42,236,355,441

Ⅷ.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145,542,592)

(302,256,013)

Ⅵ.법인세비용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45,542,592)

(293,738,013)

-

(8,518,000)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파생상품평가손익
Ⅸ.총포괄이익

44,755,870,678

41,934,099,428

28,688

26,397

Ⅹ.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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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21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처분예정일 2016.3.11)
제 20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처분확정일 2015.3.13)
(단위 : 원)
과목

제 21(당)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제 20(전) 기
44,893,442,343

42,137,571,665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37,571,662

194,954,237

2.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45,542,592)

(293,738,013)

3. 당기순이익

45,901,413,270

42,236,355,441

II. 이익잉여금처분액

44,700,000,000

1. 사업확장적립금
2. 배당금

42,000,000,000

42,700,000,000

40,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 1,250원(25%)
전기 : 1,250원(25%)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93,442,343

137,571,665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1(당) 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제 20(전) 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2014년 1월 1일(전기초)

자본금

이 익
잉여금

기타자본

총 계

8,000,000,000

13,384,146,000

387,306,680,204

408,690,826,204

-

-

42,236,355,441

42,236,355,44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293,738,013)

(293,738,013)

파생상품평가손익

-

(8,518,000)

-

(8,518,000)

-

(8,518,000)

41,942,617,428

41,934,099,428

-

-

(2,000,000,000)

(2,000,000,000)

2014년 12월 31일(전기말)

8,000,000,000

13,375,628,000

427,249,297,632

448,624,925,632

2015년 1월 1일(당기초)

8,000,000,000

13,375,628,000

427,249,297,632

448,624,925,632

-

-

45,901,413,270

45,901,413,270

-

-

(1,145,542,592)

(1,145,542,592)

총포괄손익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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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자본금

총포괄손익

이 익
잉여금

기타자본

총 계

-

-

44,755,870,678

44,755,870,678

-

-

(2,000,000,000)

(2,000,000,000)

8,000,000,000

13,375,628,000

470,005,168,310

491,380,796,31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2015년 12월 31일(당기말)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 표
제 21(당) 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제 20(전) 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1(당)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제 20(전) 기

52,123,039,338

50,217,756,974

(1) 당기순이익

45,901,413,270

42,236,355,441

(2)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22,516,645,720

27,406,901,916

퇴직급여

1,014,135,229

990,657,926

감가상각비

6,006,443,595

5,914,226,274

160,395,080

146,577,819

10,786,202,247

10,786,202,247

90,512,458

79,215,059

무형자산상각비
임차료
유형자산처분손실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84,963)

(1,182,476)

3,570,380,929

4,954,854,841

법인세비용

13,679,314,911

12,781,152,259

이자수익

(8,672,168,003)

(8,447,884,020)

(31,043,965)

(12,227,656)

8,496,343

143,063,429

기타유동채권의 감소(증가)

(62,756,738)

329,210,637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872,231

(579,152,140)

(397,327,582)

(299,931,482)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이익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312,253,823

(181,807,780)

기타유동채무의 증가(감소)

(254,840,569)

125,993,473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144,380,531)

1,110,176,318

(7,908,800)

586,053,098

퇴직금의 지급

(2,466,511,150)

(1,457,038,810)

관계사전입액

1,237,757,530

978,931,310

(1,314,096,355)

(540,188,410)

(3) 이자의 수령

10,459,296

11,428,674

(4) 이자의 지급

(3,283,236,881)

(4,831,996,991)

기타비유동채무의 증가(감소)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5) 법인세의 납부

(13,022,242,06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604,932,066)
(5,629,27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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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555,641)

과

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보증금의 감소

278,164,710

289,060,000

유형자산의 처분

163,256,000

156,052,000

보증금의 증가

(273,424,820)

(751,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5,513,728,426)

(5,076,843,079)

무형자산의 취득

(282,037,555)

(84,824,562)

장기금융예치금의 감소

500,000

-

장기금융예치금의 증가

(2,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800,000,000)

(46,4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2,885,900,000,000

2,974,8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2,921,700,000,000)

(3,019,2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배당금 지급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감소(I+II+III)

8,693,769,247

(1,649,798,667)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379,768,615

4,029,567,282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1,073,537,862

2,379,768,615

주석
제 21(당)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20(전)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광주신세계(이하 "당사"라 함)는 1995년 4월 10일자로 설립되어, 백화점 및
대형마트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당사의 자본금은 5억원이며,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
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80억원입니다.
당사는 2002년 2월 7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
말 현재 주요 주주는 정용진(지분율 52.1％)과 주식회사 신세계(지분율 10.4％)입니
다.
당사는 2006년 3월 3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주식회사 광주
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7월 4일자로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영업을 개시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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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6년 1월 2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6년 3월 11일
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
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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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로 작성되고 있으며,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
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
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
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
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5: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
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
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
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
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
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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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
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
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
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
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
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
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
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
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
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
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
사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당사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
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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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
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
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
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
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
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정기적인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 금액은 이동평균법(원ㆍ부재료 및 저장품), 총평균법(대형마트
의 매장상품) 및 매출가격환원법(백화점의 매장상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취득
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
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
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
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
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
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
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
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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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
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
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
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
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
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
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
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
고 있습니다. 최초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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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
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
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
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
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
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
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
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
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
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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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상품
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
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
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
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
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
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
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
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
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
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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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
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
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
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
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년수

건

물

20~40년

물

20년

인테리어

5년

차량운반구

5년

공구기구비품

5년

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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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
리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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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
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시설이용권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
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
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
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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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은 사용
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
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
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
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
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
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
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
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
다.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 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
하고 있습니다.
(10)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
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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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
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
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
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
고 있으며,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
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
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
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1)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
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
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
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
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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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
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
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
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
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
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
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
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
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
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
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
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
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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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
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으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
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
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
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거래와 관련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
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고객충성제도
당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고객보상점수를 부여하고,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물
건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를 부여
한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 중 보상점수의 부여로 인한
대가의 공정가치는 재무제표상 매출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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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
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수수료수익
당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고객에게 청
구한 금액인 특정매입상품총매출액에서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
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
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
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과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
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
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
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
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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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
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
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으
며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
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
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
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
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
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
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
고 있습니다.
(17)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
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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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
하고 있습니다. 주석 4에서 기술한 대로, 당사에는 백화점 부문 및 마트 부문의 2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당사의 전략적 영업단위들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영업
단위들은 서로 다른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
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
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19)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
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제ㆍ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기준이 개정되
었고, 신용손실모형이 발생손실 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또
한 위험회피회계가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위험회피 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회피대상위험을 더 확대하는 등 실제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더
많은 위험회피전략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
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단일의 기준서로서 수익인식을 위한 5단계 분석을 제시하고 통제에 기반한
모형이 위험과 보상에 기반한 모형을 대체합니다. 기존 위험과 보상 모델은 수행의무
의 이행 시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8년 1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34 -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16년 3월 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재무제표 등은 외부감사인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
계감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 근 2사 업 연 도 의 배 당 에 관 한 사 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임훈

1963-08

-

없음

이사회

박주형

1959-12

-

없음

이사회

김형균

1953-08

사외이사 후보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용연

1956-11

사외이사 후보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4) 명

나 . 후 보 자 의 주 된 직 업 ㆍ 약 력 ㆍ 해 당 법 인 과 의 최 근 3년 간 거 래 내 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임훈

(주)광주신세계 총괄임원

약력
-(주)신세계 상품본부 식품MD 개발팀 팀장 (2002)
-(주)신세계 신규사업추진팀 팀장 (2003)
-(주)신세계 상품본부 식품생활담당 (2011)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없음

박주형

-(주)신세계 백화점부문 본점 점장 (2008)
(주)신세계 지원본부 본부장 -(주)이마트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2011)
-(주)이마트 사내이사 (2013)

김형균

청솔회계사무소 대표

-서울청 영등포세무서 서장 (2008)
-제44대 광주지방국세청 청장 (2011)

없음

이용연

서영대학교 부총장

-광주 YMCA 시민정책 위원장 (2005)
-광주광역시 구간 경계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 (2011)
-광주시 주민자치회 학술담당 공동회장 (201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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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형균

1953-08

사외이사 후보

없음

이사회

이용연

1956-11

사외이사 후보

없음

이사회

총( 2 ) 명

나 . 후 보 자 의 주 된 직 업 ㆍ 약 력 ㆍ 해 당 법 인 과 의 최 근 3년 간 거 래 내 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김형균

청솔회계사무소 대표

이용연

서영대학교 부총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약력
-서울청 영등포세무서 서장 (2008)
-제44대 광주지방국세청 청장 (2011)

없음

-광주 YMCA 시민정책 위원장 (2005)
-광주광역시 구간 경계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 (2011)
-광주시 주민자치회 학술담당 공동회장 (2014)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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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6(3)

6(3)

15억 원

15억 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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