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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사토
김영걸

코마츠자키

이상범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이시카와
사다히로

(출석률:

츠네오

(출석률: 100%)

히로시
(출석률:

100%)

(출석률: 71%)

(출석률: 50%)
100%)

찬반여부

1차

제40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제40기 재무제표(개별 및 연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2017.02.23 제4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불참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개별 이사보수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內 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7.04.20 2017년도 1/4분기 경영실적(보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해외 지점 설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외 지점 폐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임)

특수관계인과의 퇴직연금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용역거래 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2017.01.25
제37기~제39기 재무제표(개별 및 연결) 수정의
건

2차

3차

4차

5차

6차

2017.03.24

2017.07.28 해외 연구소 폐지의 건

2017.10.26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용역거래 승인의 건
해외 지점 설치의 건

7차

2017.12.27 '17년 배당정책 사전 승인의 건

※ 2017년 4월 20일 이사회 의안내용은 보고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가결여부

2017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가결

여신한도 재약정의 건

가결

2017.02.06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2017.03.30

공장 등록 변경 승인의 건

가결

2017.04.20

여신 및 신용공여한도 재약정의 건

가결

육현표 위원장

2017.06.08

4기 장기성과인센티브 지급의 건

가결

박준성 위 원

2017.06.29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2017.07.25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2017.10.26

지점 변경의 건

가결

2017.02.23

등기이사 보수한도 심의의 건

가결

육현표 위원장

2017.01.03

임석우 위 원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의안내용

이상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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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우 위 원
박영수 위 원

내부거래
위원회

이상범 위원장

2017.07.28

김영걸 위 원
박준성 위 원

2017.10.26

특수관계인과의 퇴직연금거래 사전심의의 건

가결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거래 사전심의의 건

가결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용역거래 변경 사전심의의 건

가결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용역거래 사전심의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사외이사

주총승인금액
2(2)

10,000

1인당
평균 지급액

지급총액
156

비고
78

-

※ ( )는 기타비상무이사 수입니다.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4명을 포함한 총 8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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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보안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7.03.01~2017.12.31

908

6.3

건물관리용역매출

삼성생명보험
(계열사)

2017.01.01~2017.12.31

581

4.0

보안용역매출

Samsung Display
Vietnam Co.,Ltd.
(계열사)

2017.01.01~2017.12.31

310

2.2

기기구매

삼성전자
(계열사)

2017.01.01~2017.12.31

282

2.0

건물관리용역매출

삼성화재해상보험
(계열사)

2017.01.01~2017.12.31

262

1.8

보안용역매출

삼성디스플레이
(계열사)

2017.03.01~2017.12.31

260

1.8

건물관리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7.03.01~2017.12.31

254

1.8

퇴직연금불입

삼성생명보험
(계열사)

2017.01.01~2017.12.31

245

1.7

건물관리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7.01.01~2017.12.31

213

1.5

건물관리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7.04.01~2017.12.31

207

1.4

건물관리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7.01.01~2017.12.31

202

1.4

보안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7.01.01~2017.02.28

176

1.2

부동산임대차

삼성생명보험
(계열사)

2017.01.01~2017.12.31

173

1.2

보안용역매출

삼성전자
(계열사)

2017.01.01~2017.12.31

152

1.1

거래금액

비율(%)

※ 상기 비율은 2016년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 상기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은 2017년 12월말 기준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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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삼성전자
(계열사)

용역매출 등

2017.01.01~2017.12.31

3,540

24.6

삼성생명보험
(계열사)

용역매출 등

2017.01.01~2017.12.31

1,074

7.5

거래금액

비율(%)

※ 상기 비율은 2016년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 상기 거래기간 및 거래금액은 2017년 12월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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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국가, 기업, 개인의 유·무형 자산 및 인적자원의 안심과 안전을 보
호하는 공익성이 큰 산업으로 기계경비, 보안SI로 구분되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유무선 통신
및 IT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경험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기계경비는 주택이나 금융기관, 상점 等에 침입, 도난, 화재와 같은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
는 각종 감지기를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 이상 발생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발생
時 출동요원의 긴급대처 및 경찰서, 소방서 等 관련 기관 통보 等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
하여 고객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보안 SI는 빌딩, 공장, 학교 等 고객 시설물의 특징, 목적 및 환경에 따라 출입관리,
CCTV 等 각종 보안 시스템과 솔루션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 ㆍ구축하고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일 빌딩의 보안시스템 설치에서 GOP, 발전소 等 국가 주
요시설의 보안 인프라 구축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건물관리서비스 사업은 건물 통합관리 솔루션 사업으로 시설관리 중심의 FM(Facility
Management)사업, 건물 자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PM(Property Management)사업
및 에너지관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FM사업은 시설운영, 유지보수, 보안, 미화, 주차, 안내 等 건물 시설관리 전반의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PM사업은 건물의 예산 수립 및 관리, 임대차관리, 빌딩 운영수익 향상방안 수립,
부동산 운영 리스크 관리, 투자 자문, 기타 수입관리 等을 통해 고객의 부동산 가치를극대화
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관리 사업은 건물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사업과 성과보증
기반의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및 운영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아직 국내는 시장 개화 단계이나 향후 관련
정책 강화 및 시장의 니즈 확대로 높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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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테러, 기업정보 유출 等 위협요인 증대와 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안심·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물리·정보 보안의
융합화에 따른 기회요인 확대 等으로 지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의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보안서비스시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및 내수 침체 等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4.0%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안제품시장은 고화질, IP카메라로의 영상장비 교체수요와
사회적 안전의식 강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통합관제센터 및 생체인식 도입 확대,
홈 IoT 확산에 따른 가정용 영상시장 개척 等으로 8.4%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보안시장은 인공지능, IoT, Big data 等 기술의 발전과
他 산업과의 융·복합화 추세 等으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21年까지
년 평균 약 6.6%의 견조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또한,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응용 스펙트럼이 넓고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막대한 산업으로서 向後 4次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산업 및 생활 전반에 걸친
IoT 도입과 AI로 인한 무인화/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원격 모니터링 및 실시간 제어,
긴급 대처, 사용자 인증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의 총 빌딩 수는 주택용, 상업용,
공업용, 문화사회용 기타 용도로 7,054,733동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건물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6층 이상 고층건물은 184,903동으로 전년에 비해
5.5%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건물의 전문적 관리 필요성 증대와 대형건물,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지능형 빌딩시스템)의 등장으로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산업 특성상
경기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것이 특징이며 내수 경기 위축 및 경쟁사의
지속적인 저가 영업 等 어려운 대내외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왔습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건물관리 사업은 내수업종으로 건설경기변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나
1~3년 정도의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이 적은
사업입니다.
(4) 경쟁요소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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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의 경쟁요소로는 첨단기술, 서비스 인력, 인프라, 운영 노하우및 관제
역량 等이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대의 보안전문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으로 영국
CPNI(Center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의 최고등급을 획득한 지능형
영상분석 알고리즘, 2016년 장영실상을 수상한 3D 기반의 지능형 행동분석 기술, 한국인터
넷진흥원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얼굴인식 기술, 군용 레이더 기술을 세계 최초로 민간 분
야에 적용한 UWB(Ultra Wide Band) 레이더 기반의 침입
감지 기술 等 보안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관할하는 서비스 거점과 영업 및 출동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시큐리티 전문 연수원을 통해 정예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여 서비스 품질 확보
에 주력하고 있으며, 4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구축한 통합관제
센터를 수원과 대구에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 시 상호 백업 가능한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건물관리 서비스의 경쟁요인은 우수한 인적역량과 사업수행 경험에 기반한 차별화된서비스
품질입니다. 건물관리 서비스 全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화된 인력과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추고 다변화된 시장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계 핵심인재를 영입하는 한편 인력양성 로드맵과 교육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인적 역량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조직을 구성하여
시장지배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원격 감시 사업장의점진적 확대와
연구·개발로 서비스 품질 고도화 및 차별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당사의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규로서 '경비업법(1976년 제정)'이 있으며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법규로서 '건설산업기본법(1958년 제정)'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等에 관한기본적
인 사항과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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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와 건물관리 서비스를 양대 축으로 종합 안심솔루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아래 수익 기반의 시장 지배력 확대, 고객 중심
경영, 운영 효율화, 프로세스·시스템 혁신, 신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내수 경기 위축 및 저성장 장기화 추세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주요제품

보안시스템 서비스

최첨단 보안시스템/서비스 제공, 통합보안, 안전상품 판매 등

건물관리 서비스

부동산 시설 및 수익관리, 컨설팅 등

(2) 시장의 특성
□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
보안시스템 서비스 부문은 사무실, 점포 等 상업용과 공공기관이 주요 시장이며,
최근에는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영상기기 보급 확대 및 고급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IP기반 제품 및 지능형 영상분석S/W 等을 개발하여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건물관리 서비스 부문
건물관리 서비스 사업은 대기업 계열의 업무용 대형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FM (Facility
Management) 서비스 위주에서 시장 개방 및 국민소득 증대, 투자시장 다변화 等의 사회·경
제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병원·연수시설·리테일 등 대상물건의 종류 및 규모가 확대되고 있
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외국계 투자사 등 고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문·임
대차·신축 설계에 대한 컨설팅 等의 서비스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2014년 1월 10일 제일모직(舊 삼성에버랜드)으로부터 건물관리사업 부문
(現 BE사업부)을 양수하여 사업부문間 시너지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사회 결의 等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 중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4) 조직도
대표이사
S
E
사
업
부

B
E
사
업
부

S
P
사
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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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조직도는 2017.12.31일 기준입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4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
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ㆍ현금흐름표ㆍ주석
(1)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1 기 (2017. 12. 31 현재)
제 40 기 (2016. 12. 31 현재)
(단위 : 억원)
과목
자

제 41 기

제 40 기

산

Ⅰ. 유동자산

5,753

4,349

Ⅱ. 비유동자산

10,062

10,255

자산총계

15,815

14,604

2,928

2,880

809

724

3,737

3,604

12,078

11,000

190

190

1,929

1,929

Ⅲ. 이익잉여금

11,485

10,404

Ⅳ. 기타자본항목

(1,526)

(1,523)

자본총계

12,078

11,000

부채와 자본 총계

15,815

14,604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Ⅰ. 자본금
Ⅱ. 주식발행초과금

비지배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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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회사

(단위 : 억원)

과목

제 41기

제 40 기

1. 매출액

19,423

18,302

2. 매출원가

13,760

12,809

3. 매출총이익

5,663

5,493

4. 판매비와 관리비

3,637

3,436

5. 영업이익

2,026

2,057

6. 기타영업외수익

142

110

7. 기타영업외비용

288

323

8. 금융수익

35

19

9. 금융비용

1

1

1,914

1,862

11. 법인세비용

481

457

12. 당기순이익

1,433

1,405

지배기업소유지분

1,433

1,405

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비지배지분

(다)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회사
과목
Ⅰ.당기순이익
Ⅱ.기타포괄손익

(단위 : 억원)
제 41 기

제 40 기
1,433

1,405

68

202

71

19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 해외사업환산손익

6
(3)

Ⅲ. 당기포괄손익

1,501

1,607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501

1,607

2. 비지배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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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회사
(단위 : 억원)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과

지배기업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총계

기타자본항목
소유주지분 소계

2016.1.1 (전기초)

190

1,929

9,209

(1,527)

9,801

3

9,804

가.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1,405

1,405

1,405

6

6

196

196

196

(406)

(406)

(406)

2.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6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4. 해외사업환산손익
나.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
2. 종속기업지분증권의 취득

(2)

(2)

2016.12.31 (전기말)

190

1,929

10,404

(1,523)

11,000

(3)

11,000

(5)

2017.1.1 (당기초)

190

1,929

10,404

(1,523)

11,000

11,000

1,433

1,433

1,433

71

71

71

(3)

(3)

(423)

(423)

12,078

12,078

가.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2.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4. 해외사업환산손익

(3)

나.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

(423)

2. 종속기업지분증권의 취득
2017.12.31 (당기말)

190

1,929

11,485

(1,526)

(마) 연결 현금흐름표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회사
과목

(단위 : 억원)
제 41 기

제 40 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2,942

2,732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430

3,452

2. 이자의 수취

23

14

3. 배당금 수익

1

1

(512)

(735)

(2,247)

(2,135)

4. 법인세 납부액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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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423)

(411)

(2)

(1)

270

185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41

1,256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11

1,441

Ⅳ. 현금흐름의 외화환산차이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바)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1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0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기업들

가) 일반적 사항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에스
원(이하 "회사")과 주식회사 휴먼티에스에스 등 6개의 종속회사(이하 주식회사 에스원과 그
종속회사를 일괄하여 "연결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1977년 11월에 경비 및 안전관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전관리에 관한 용
역제공, 설비기기시스템의 판매 및 보전업무, 건물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
다. 회사는 1980년 9월 일본SECOM주식회사의 출자로 합작투자기업이 되었으며 1995년
12월 13일 기업을 공개하고, 1996년 1월 30일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19,0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일본SECOM(주)(25.65%), 삼성 계열사(계열사 지분합계 20.57%)등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종속기업 현황
가. 회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12.31
회사명

2016.12.31

소재국

결산월
지배지분율

비지배지분율

지배지분율

비지배지분율

업

종

(주)휴먼티에스에스

대한민국

100.00%

-

100.00%

-

12월

보안시스템서비스

에스원씨알엠(주)

대한민국

100.00%

-

100.00%

-

12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삼성(북경)안방계통기술유한공사

중국

100.00%

-

100.00%

-

12월

보안시스템서비스

SOCM LLC

몽골

100.00%

-

100.00%

-

12월

보안시스템서비스

베트남

100.00%

-

-

-

12월

보안시스템서비스

대한민국

99.00%

1.00%

-

-

12월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투자

S-1 CORPORATION VIETNAM CO.,
LTD(*)
에스브이아이씨35호신기술사업투자조
합(*)

(*)

당기 중 S-1 CORPORATION VIETNAM CO., LTD 주식 및 에스브이아이씨35호신기술사업투
자조합 주식을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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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2017.12.31

2016.12.31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21,879,663,405

19,617,447,026

18,476,313,101

17,779,467,341

에스원씨알엠(주)

6,107,251,904

1,501,768,244

5,800,460,551

1,400,203,022

삼성(북경)안방계통기술유한공사

9,454,139,017

5,886,829,863

9,092,671,428

6,426,722,440

164,723,930

20,087,572

195,692,539

43,867,219

3,265,662,583

1,946,498,270

-

-

968,903,723

65,213,652

-

-

(주)휴먼티에스에스

SOCM LLC
S-1 CORPORATION VIETNAM CO.,
LTD
에스브이아이씨35호신기술사업투자조
합

2017년

2016년

회사명
매출액
(주)휴먼티에스에스

당기손익

당기포괄손익

매출액

당기손익

당기포괄손익

115,086,913,834

859,699,207

1,565,370,619

98,495,732,427

1,170,391,368

(445,403,018)

에스원씨알엠(주)

10,721,948,500

271,979,795

205,226,131

10,220,004,450

240,542,181

412,734,756

삼성(북경)안방계통기술유한공사

14,550,280,089

1,073,784,834

1,073,784,834

14,260,603,583

445,652,725

445,652,725

224,515,446

8,680,848

8,680,848

485,314,736

130,224,177

130,224,177

3,731,553,028

263,469,786

263,469,786

-

-

-

3,835,204

(96,309,929)

(96,309,929)

-

-

-

SOCM LLC
S-1 CORPORATION VIETNAM CO.,
LTD
에스브이아이씨35호신기술사업투자
조합

2)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S-1 CORPORATION VIETNAM CO., LTD 및 에스브이아이씨35호신기술사업투
자조합 주식을 신규 취득하여, 연결대상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나)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
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
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
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
다.
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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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공시개선
개정 기준서는 공시개선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재무제표 이용자가 현금흐름 및 비현금 변동
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적용시 전기 정보를 비교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개정 기준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 차감될 과세소득의 원천에 세법상 제약이 있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미래 과세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일부 자산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만, 최초
적용 시 비교표시 기간의 기초 자본의 변동은 기초 이익잉여금과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배분하
지 않고 전액을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
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은 아래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공시규정의
범위 구분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매각예정으로 분류
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 문단B10-B16을 제외한 기준서 제1112호의 다른 공시규정은
적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②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
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
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
회계를 제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되 비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 회계
에 대한 요구사항은 일부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연결회사
는 동 기준서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
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
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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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
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
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
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
흐름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주1)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그 외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2)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
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려고 추정한 결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
다.(단위: 원)
계정과목

K-IFRS 제1039호

K-IFRS 제1109호

K-IFRS 제1039호

K-IFRS 제1109호

에 따른 분류

에 따른 분류

에 따른 금액

에 따른 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171,114,297,200

171,114,297,200

단기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208,406,870,630

208,406,870,63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147,994,208,334

147,994,208,334

미수수익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1,608,464,780

1,608,464,780

장기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7,000,000

7,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6,291,806,987

6,291,806,987

대여금및 수취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51,381,313,832

51,381,313,832

586,803,961,763

586,803,961,763

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정
상각후원가

ㆍ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
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
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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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
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1)

손실충당금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발생
증가하지 않은 경우 (*2)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
실

Stage 2
Stage 3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신용이 손상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
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
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종료일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
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
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
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재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
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
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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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을 준비하였고,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수행의무 식별
연결회사의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은 서비스용역과 함께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용
역은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합 품목을 이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ㆍ 거래가격 산정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그 대가를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회사
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합니다.
ㆍ 기타
연결회사는 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며, 미래 수행의무 이행시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고,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결회사의 일부 서비스는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영업수수료등을 지급하고 있으
며, 동 금액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이러한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기초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상태표(단위: 백만원)
현행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A)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금액
(B)

증감(B-A)

자산총계

1,581,537

1,667,721

86,184

부채총계

373,699

407,144

33,445

1,207,838

1,260,577

52,739

자본

- 수익인식모형 단계별 영향분석(단위: 백만원)
수익인식모형
수행의무 식별

세부사항
재화와 용역을 결합품목의
이전으로 식별함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
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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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

자 산

부 채

자 본

56,822

33,445

23,377

5,562

-

5,562

2,499

-

2,499

6,786

-

6,786

14,515

-

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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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6,184

33,445

52,739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
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
에 대한 평가'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
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
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준서는 리스이용자
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 단기리스의 두 가지 예외사항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
자는 리스료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
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
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
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
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현
행 회계처리와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리스이용자는 완전
소급 적용 방법과 변형된 소급 적용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동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서 상 경과 규정은 몇가지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 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함.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선택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
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
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
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는 다음의 네 가지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여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연결회사의 가정
-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의 산
정 방법
- 연결회사의 사실 및 상황의 변화에 대한 고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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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사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에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잘 예측하
는 접근법을 따라야 합니다.
3) 연결
-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
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
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
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
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
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
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
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
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4)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연결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
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5) 외화환산
①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
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
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1

②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
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
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6) 금융자산
①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
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
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
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
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
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
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②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
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
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
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이 포함됩니다. 또
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
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③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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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
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
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④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
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
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
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
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
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건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물

10∼50년

경보기기

5년

물

5∼25년

경보설비

5년

차량운반구

5년

공구기구비품

5년

기타의유형자산

5년

구

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10) 무형자산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3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
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
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
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
각하며,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②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 내지 10년의 추
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④ 계약적 고객관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적 고객관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있습니다. 계약적 고
객관계는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고객관계는 고객관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10~15년)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⑤ 영업권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
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
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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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는 매각되는 기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부는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
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
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
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
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
니다.
12) 금융부채
①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단기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
으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
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
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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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
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
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
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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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소멸시점
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
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
행가능한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15) 종업원 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
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
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
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
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
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
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
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
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
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
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16) 주식기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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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
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
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17)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
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
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
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
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
로 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용역의 제공
연결회사는 주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용역은 정액계약에 의하여 제공되고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
은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③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
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④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18)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
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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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
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
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
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회사
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0)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18년 1월 25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
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회계 추정과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
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설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에서는 연
결회사가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합니다.현재의 수익은
프로젝트 초기의 변동성,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
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유형자산 내용연수
연결회사는 경보기기 등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와 관련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예상되는 제품의 주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산업주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자들의 행동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존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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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포기
되거나 매각된 비전략적 자산 및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자산은 그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장부
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3) 영업권의 손상차손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
니다.
4)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3 참조).
연결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
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
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
재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1 기 (2017. 12. 31 현재)
제 40 기 (2016. 12. 31 현재)
(단위 : 억원)
과목
자

제 41 기

제 40 기

산

Ⅰ. 유동자산

5,461

4,090

Ⅱ. 비유동자산

10,099

10,287

자산총계

15,560

14,377

2,760

2,698

부

채

Ⅰ.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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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유동부채

787

717

3,547

3,415

190

190

1,929

1,929

Ⅲ. 이익잉여금

11,413

10,362

Ⅳ. 기타자본항목

(1,519)

(1,519)

자 본 총 계

12,013

10,962

부채와 자본총계

15,560

14,377

부채총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주식발행초과금

(나)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단위 : 억원)
과목

제 41 기

제 40 기

1. 매출액

19,300

18,183

2. 매출원가

13,616

12,675

3. 매출총이익

5,684

5,508

4. 판매비와관리비

3,681

3,481

5. 영업이익

2,003

2,027

6. 기타영업외수익

140

107

7. 기타영업외비용

287

319

8. 금융수익

33

17

9. 금융비용

1

1

1,888

1,831

11. 법인세비용

478

446

12. 당기순이익

1,410

1,385

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다)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단위 : 억원)
과목
Ⅰ. 당기순이익
Ⅱ. 기타포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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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64

21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6

Ⅲ. 당기포괄손익

1,474

1,601

(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단위 : 억원)
과목

제 41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제 40 기
2,228

2,077

754

482

64

210

3. 당기순이익

1,410

1,385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1,545

1,323

700

900

845

423

683

754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1. 임의적립금
2.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제41기 : 2,500원(500%)
제40기 : 1,250원(25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마)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단위 : 억원)
과

목

2016.1.1 (전기초)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190

1,929

이익잉여금
9,173

기타자본항목

총 계

(1,525)

9,767

가.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1,385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385
6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6

210

210

(406)

(406)

나.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
2016.12.31 (전기말)

190

1,929

10,362

(1,519)

10,962

2017.1.1 (당기초)

190

1,929

10,362

(1,519)

1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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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1,410

1,410

64

64

(423)

(423)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나.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
2017.12.31 (당기말)

190

1,929

11,413

(1,519)

12,013

(바)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4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제 40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단위 : 억원)
과목

제 41 기

제 40 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2,905

2,675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390

3,386

2. 이자의 수취

21

13

3. 배당금 수익

1

1

(507)

(725)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2,257)

(2,120)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423)

(406)

225

149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68

1,119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93

1,268

4. 법인세 납부액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사)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1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0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원

가) 일반적 사항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회사"라 함)은 1977년 11월에 경비 및 안전관리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전관리에 관한 용역제공, 설비기기시스템의 판매 및 보전업무, 건물관리 등을 주
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80년 9월 일본SECOM주식회사의 출자로 합작투
자기업이 되었으며 1995년 12월 13일 기업을 공개하고, 1996년 1월 30일 한국증권거래소
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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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19,00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일본SECOM(주)(25.65%), 삼성 계열사(계열사 지분합계 20.57%) 등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
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
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
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①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
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공시개선
개정 기준서는 공시개선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재무제표 이용자가 현금흐름 및 비현금 변동
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개정 기준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 차감될 과세소득의 원천에 세법상 제약이 있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미래 과세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일부 자산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만, 최초
적용 시 비교표시 기간의 기초 자본의 변동은 기초 이익잉여금과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배분하
지 않고 전액을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
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은 아래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공시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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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구분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매각예정으로 분류
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 문단B10-B16을 제외한 기준서 제1112호의
다른 공시규정은 적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②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
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할수 있으며 위험회피 회
계를 제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되 비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 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일부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회사는 동 기
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
음과 같습니다.
ㆍ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
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
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
흐름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주1)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그 외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2)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
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려고 추정한 결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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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단
위: 원)
계정과목

K-IFRS 제1039호

K-IFRS 제1109호

K-IFRS 제1039호

K-IFRS 제1109호

에 따른 분류

에 따른 분류

에 따른 금액

에 따른 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149,250,146,233

149,250,146,233

단기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204,406,870,630

204,406,870,63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146,830,659,611

146,830,659,611

미수수익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1,571,288,475

1,571,288,475

장기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

7,000,000

7,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6,291,806,987

6,291,806,987

대여금및 수취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49,796,010,484

49,796,010,484

558,153,782,420

558,153,782,4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정
상각후원가

계

ㆍ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
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
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
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1)

손실충당금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발생
증가하지 않은 경우 (*2)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
실

Stage 2
Stage 3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신용이 손상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
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
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종료일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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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
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제2115호 '부동산건설
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
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
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
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을 준비하였고, 수익 구조
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주요 영향
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수행의무 식별
회사의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은 서비스용역과 함께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용역은
고객에게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결합 품목을 이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ㆍ 거래가격 산정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
금 그 대가를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
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합니다.
ㆍ 기타
회사는 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며, 미래 수행의무 이행시 기업의 자원
을 창출하고,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일부 서비스는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영업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금
액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
니다. 이러한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기초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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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단위: 백만원)
현행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A)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금액
(B)

증감(B-A)

자산총계

1,556,037

1,642,221

86,184

부채총계

354,751

388,196

33,445

1,201,286

1,254,025

52,739

자본

- 수익인식모형 단계별 영향분석(단위: 백만원)
수익인식모형
수행의무 식별

세부사항
재화와 용역을 결합품목의
이전으로 식별함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
분

기타
합계

계약이행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

자 산

부 채

자 본

56,822

33,445

23,377

5,562

-

5,562

2,499

-

2,499

6,786

-

6,786

14,515

-

14,515

86,184

33,445

52,739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
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
에 대한 평가'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
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
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준서는 리스이용자
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 단기리스의 두 가지 예외사항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
자는 리스료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
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
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
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
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현
행 회계처리와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리스이용자는 완전
소급 적용 방법과 변형된 소급 적용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동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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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준서 상 경과 규정은 몇가지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합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
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 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이나 공
동기업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선택함.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
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
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
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는 다음의 네 가지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여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회사의 가정
-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의 산정 방법
- 회사의 사실 및 상황의 변화에 대한 고려 방법
회사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에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
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잘 예측하는 접
근법을 따라야 합니다.
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
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
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
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
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4)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
5) 외화환산
①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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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
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
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
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6) 금융자산
①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
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
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
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
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
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②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
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
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
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
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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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
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
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④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
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
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
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
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
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건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물

10∼50년

경보기기

5년

물

5∼25년

경보설비

5년

차량운반구

5년

공구기구비품

5년

기타의유형자산

5년

구

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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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형자산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개발 비
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
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하며,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②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 내지 10년의 추
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④ 계약적 고객관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적 고객관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있습니다. 계약적 고
객관계는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고객관계는 고객관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10~15년)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⑤ 영업권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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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
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
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기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부는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
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
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
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
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
니다.
12) 금융부채
①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단기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
으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
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
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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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
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
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
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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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소멸시점
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
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
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
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
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15) 종업원 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
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
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
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
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
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
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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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
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16)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
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
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
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17)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
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
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용역의 제공
회사는 주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용역은 정액계약에 의하여 제공되고 기간경과
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역제공거래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률
은 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누적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③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
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④ 배당금 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18)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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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
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
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
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
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
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
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
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반영됩니다.
20)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1월 25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회계 추정과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
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회사는 설치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에서는 회사가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합니다. 현재의 수익은 프로젝트
초기의 변동성,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유형자산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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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보기기 등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와 관련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추정은 예상되는 제품의 주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산업주기의 변
화에 대응하는 경쟁자들의 행동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존의 추정
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포기되
거나 매각된 비전략적 자산 및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자산은 그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장부에
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3) 영업권의 손상차손
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
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4)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
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
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육현표

1959.01.13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이상범

1952.07.07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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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츠자키
츠네오

1952.05.20

기타비상무이사

임원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육현표

(주)에스원 사장

이상범

-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ㆍ삼성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

없음

ㆍ삼성경제연구소 전략지원총괄 사장
ㆍ서울시립대 총장(제5대, 제6대)

없음

ㆍ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ㆍ세콤(주) 영업본부 부본부장 및

코마츠자키 츠네오

세콤(주) IS연구소 고문

영업추진부장

없음

ㆍ세콤(주) 법인영업본부장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8명(2명)

8명(2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억원

100억원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감사의 수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당 기
2명

2명

5억원

5억원

※ 참고사항
해당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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