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재 무 제 표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

제 6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5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 대표이사 조병화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6길 63, 3층 (논현동) 

(전   화) 070-434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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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상 태 표

제 6(당)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5(전)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 (단위 : 원)

과                        목 제 6(당) 기 제 5(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660,945,224 　 542,126,489

(1) 당좌자산 　 660,945,224 　 542,126,489

현금및현금성자산 10,842,233 　 18,505,169 　

매출채권(주석10) 20,438,005 　 5,501,325 　

미수금 0 　 10,476,924 　

미수수익 4,063,754 　 -

단기대여금(주석10) 615,000,000 　 500,000,000 　

선급금 5,586,110 　 7,613,891 　

부가세대급금 5,015,122 　 -

당기법인세자산 0 　 29,180 　

II. 비유동자산 　 612,304,275 　 542,831,876

(1) 투자자산 　 505,447,142 　 495,231,87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주석3) 505,447,142 　 495,231,876

(2) 유형자산(주석4) 　 1,000 　 2,500,000

비품 10,000,000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9,999,000) 　 (7,500,000) 　

(3) 무형자산(주석5) 　 51,333,333

소프트웨어 51,333,333 　

(4) 기타비유동자산 　 55,522,800 　 45,100,000

보증금 55,522,800 　 45,100,000 　

자      산      총      계 　 1,273,249,499 　 1,084,958,365

부                        채 　 　 　 　

I. 유동부채 　 662,244,804 　 653,717,323

단기차입금(주석6,10) 521,500,000 　 536,000,000 　

미지급금(주석10) 74,250,811 　 72,987,031 　

미지급비용(주석10) 62,151,963 　 27,424,670 　

부가세예수금 0 　 11,284,112 　

예수금 4,342,030 　 6,021,510 　

II. 비유동부채 　 0 　 -

부      채      총      계 　 662,244,804 　 653,7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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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6(당) 기 제 5(전) 기

자                        본 　 　 　 　

I. 자본금(주석8) 　 2,640,000,000 　 2,040,000,000

보통주자본금 2,640,000,000 　 2,040,000,000 　

II. 결손금(주석9) 　 2,028,995,305 (1,608,758,958)

미처리결손금 2,028,995,305 　 1,608,758,958 　

자      본      총      계 　 611,004,695 　 431,241,04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273,249,499 　 1,084,958,36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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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계 산 서

제 6(당)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5(전)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 (단위 : 원)

과                        목 제 6(당) 기 제 5(전) 기

I. 영업수익 402,166,008 671,208,543

수입수수료 358,042,500 598,042,500

플랫폼사용료 44,123,508 73,166,043

II. 영업비용 809,385,253 1,029,261,910

급여 430,328,316 580,614,383

퇴직급여 27,123,843 45,386,777

복리후생비 47,399,838 61,623,050

여비교통비 4,128,700 7,285,264

접대비 6,898,800 12,354,390

통신비 4,731,427 4,426,959

수도광열비 226,811 212,972

전력비 1,522,018 1,436,780

세금과공과 3,235,430 789,550

감가상각비 2,499,000 8,597,423

무형자산상각비 3,666,667 -

지급임차료 50,458,500 43,258,500

수선비 - 130,988

보험료 596,850 1,218,400

차량유지비 2,454,568 -

운반비 674,520 948,640

교육훈련비 120,000 1,244,110

도서인쇄비 207,300 314,100

사무용품비 250,495 1,532,359

소모품비 2,860,752 4,733,724

지급수수료(주석10) 207,599,718 203,264,818

광고선전비 11,881,700 49,888,723

건물관리비 520,000 -

Ⅲ. 영업이익(손실) (407,219,245) (358,053,367)

Ⅳ. 영업외수익 20,316,071 80,733,691

이자수익(주석10) 8,776,098 195,639

잡이익 1,324,707 4,1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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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6(당) 기 제 5(전) 기

지분법이익(주석3) 10,215,266 76,431,876

Ⅴ. 영업외비용 33,333,173 42,876,766

이자비용(주석10) 33,281,655 29,178,847

기부금 - 1,75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 6,252,161

잡손실 51,518 5,695,758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20,236,347) (320,196,442)

Ⅶ. 법인세비용 0 -

Ⅷ. 당기순이익(손실) (420,236,347) (320,196,44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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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 6(당)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5(전)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0.1.1 (전기초) 2,040,000,000 (1,288,562,516) 751,437,484

당기순손실 - (320,196,442) (320,196,442)

2020.12.31 (전기말) 2,040,000,000 (1,608,758,958) 431,241,042

2021.1.1 (당기초) 2,040,000,000 (1,608,758,958) 431,241,042

유상증자 600,000,000 - 600,000,000

당기순손실 - (420,236,347) (420,236,347)

2021.12.31 (당기말) 2,640,000,000 (2,028,995,305) 611,004,69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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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흐 름 표

제 6(당)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5(전)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 (단위 : 원)

과                        목 제 6(당) 기 제 5(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2,740,136) (344,940,692)

1. 당기순이익(손실) (420,236,347) (320,196,442)

2.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6,165,667 14,849,584

감가상각비 2,499,000 8,597,423

무형자산상각비 3,666,667 -

유형자산처분손실 - 6,252,161

3.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10,215,266) (76,431,876)

지분법이익 10,215,266 76,431,876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1,545,810 36,838,042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4,936,680) 17,405,179

미수금의 감소 10,476,924 7,265,585

미수수익의 증가 (4,063,754) -

선급금의 감소 2,027,781 2,268,109

부가세대급금의 증가 (5,015,122) -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 29,180 10,000

미지급금의 증가 1,263,780 23,361,977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34,727,293 (7,058,720)

부가세예수금의 감소 (11,284,112) (7,752,678)

예수금의 증가(감소) (1,679,480) 1,338,590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0,422,800) (512,349,584)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455,000,000 　 20,909,090

단기대여금의 감소 1,455,000,000 　 -

차량운반구의 처분 - 　 20,909,090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635,422,800) 　 (533,258,674)

단기대여금의 증가 1,570,000,000 　 500,000,000

차량운반구의 취득 - 　 33,258,674

소프트웨어의 취득 55,000,000 　 -

보증금의 증가 10,422,80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85,500,000 436,000,000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40,500,000 436,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140,500,000 436,000,000

유상증자 600,000,000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55,00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155,000,000 -

Ⅳ.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7,662,936) (421,29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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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6(당) 기 제 5(전) 기

Ⅴ.기초의 현금 18,505,169 439,795,445

Ⅵ.기말의 현금 10,842,233 18,505,16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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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제 6(당) 기 2021년 12월 31일로 현재

제 5(전) 기 2020년 12월 31일로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이하 "당사")는 2016년 6월 15일 설립되어, 온라인 대출중개

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는 2021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

헤란로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에 본사를 이전 하였습니다. 

당사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은 2,640,000천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

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2) 지분율(%)

주식회사 아이린냉장(주1) 2,640,000 50.0

주식회사 비타투자 1,540,000 29.2

박윤민 1,100,000 20.8

합   계 5,280,000 100

(주1) 당기 중 최대주주가 조병화에서 주식회사 아이린냉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당기 중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 1,200,000주가 신규 발행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일반기업회계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당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

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다음의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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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의 명확화)

  -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중간재무보고 비교표시 면제 명확화)

  -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특례 회계처리 명확화)

동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현금및현금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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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경미한 금융상품으

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

리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금상품은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라. 유가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 제외)

당사는 유가증권의 최초인식시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최초인식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는 단기매매증권 등은 제외)를 가산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유가증권의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

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처분시 실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유가

증권의 원가 결정 방법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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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분류별 유가증권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매매증권

당사는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증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 포함)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

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

니다.

(2) 만기보유증권

당사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인 만기보

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

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상각후원가

로 측정할 때에는 장부금액과 만기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

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3) 매도가능증권

당사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

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

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은 유동자산으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에 대

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항목 중 기타포괄

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누적금액은 해당 매

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

손익 또는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

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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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있습니다.

(4) 유가증권 손상차손

당사는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

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

여 만기보유증권(또는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에 반영하

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

로 관련된 경우,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회복

된 금액을 만기보유증권(또는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

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

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유가증권의 재분류

단기매매증권을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또는 다른 유가증권과목을 단기매매증권으

로 재분류할 수 없으나, 다만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

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재분류

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며, 재분류일까지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이 관계기업의 당기손익으로 인하

여 발생한 경우 당기손익항목(지분법이익 또는 지분법손실)으로 처리하고,  관계기업

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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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은 당기손익으로 처

리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수정과 관계기업의 회계변경에 의한 변동은 미처

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이익잉여

금변동)으로 처리하며, 관계기업의 순자산가치 변동이 당기순손익과 미처분이익잉여

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기타포괄손

익누계액(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투자차액의 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 당시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투자회

사가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와의 차이금액에 관하여는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을 고려하여  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부의 투자차액은  주식

취득일에 일시 환입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기업이 연결대상인 종속기업이 된 이후에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

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투자차액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습

니다.

(2)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

당사 및 관계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보

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당사의 미실현 손

익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종속기업에 자산을

매각한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

당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에는 지분법적용을 중지

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0"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관계기업에 대

하여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자산(우선주, 장

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법 적용으로 인하여 관계기

업 보통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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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종속기업에 대한 대손상각비의 반영

당사가 종속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

한 경우 당기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 지분법이

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을 최초에는 취득원가(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

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며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로 측정하며, 현물출

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교체된 자산은 재

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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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계상하

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비             품 4년

차 량 운 반 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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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형자산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

산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

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아.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기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

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

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

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당사는 상장되거나 비상장으로 관

리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나 계약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당사는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그 지급기일에 퇴직급여로 인식됩니다. 

자. 수익의 인식

당사는 고객의 플랫폼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수익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경제

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플랫폼수수료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의 적용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31장 "중소기

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인세비용은 법인세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등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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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추정의 사용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부금액과 우발

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

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

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

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지분율 간주취득일(주1)
당기 전기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금액 장부금액

㈜디에셋핀테크대부 100% 2020.1.1. 418,800 505,447 505,447 495,232

(주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을 조기에 도입함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

로 대체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 동안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495,232 -

대체 - 418,800

지분법손익-염가매수차익환입 - 71,006

지분법손익-당기손익 10,215

기말 505,447 4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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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기간 동안의 투자제거차액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주1) - 71,006

염가매수차익환입 - (71,006)

기말 - -

(주1)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초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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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기 및 전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및 보고기간 동안의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요

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회 사 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디에셋핀테크대부  1,824,234  1,318,787 980,598 10,215

(전기)

(단위 : 천원)

회 사 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디에셋핀테크대부 9,500,559 9,005,327 1,639,616 5,426

4. 유형자산

당기 및 전기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장부가액
취득 및 

자본적지출
처분 및 폐기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가액

비         품 2,500 - - 2,499 1

합      계 2,500 - - 2,499 1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장부가액
취득 및 

자본적지출
처분 및 폐기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가액

비         품 5,000 - - (2,500) 2,500

차량운반구 - 33,259 (27,162) (6,097) -

합      계 5,000 33,259 (27,162) (8,597)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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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무형자산

당기의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장부가액
취득 및 

자본적지출
처분 및 폐기 감가상각비 기말장부가액

소프트웨어 - 55,000 - 3,667 51,333

합      계 - 55,000 - 3,667 51,333

6. 단기차입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차입종류
이자율

 (당기말)
당기 전기

신한은행(주1) 운영자금 3.3% 100,000 100,000

㈜디에셋핀테크대부 운영자금
7% 401,500 406,000

5% 20,000 20,000

대표이사 운영자금 - - 10,000

합   계 521,500 536,000

(주1) 상기 신한은행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

고 있습니다.

7. 기타 보증내역

당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대부업 인허가 및 기타 

이행지급과 관련하여 63,000천원의 대부(중개)업자 영업보증 및 메시지 서비스 이용

료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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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본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 20,000,000

1주당 금액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의 총수 5,280,000 4,080,000

기말 현재 자본금 2,640,000 2,040,000

(2) 당사는 2021년 7월 6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 1,20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60

0,000천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9. 결손금

당기와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제6 (당)기  
2021년  1월   1일 부터

제5 (전)기  
2020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처리예정일 2022년 3월 21일 처리확정일 2021년 3월 30일

 회사명 :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 (단위 : 천원)

과   목 당기 전기

Ⅰ. 미처리결손금 2,028,995 1,608,759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1,608,759) (1,288,563)

2. 당기순이익(손실) (420,236) (320,196)

Ⅱ. 결손금처리액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2,028,995 1,60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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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 구분 당기 전기

지배기업(주1) (주)아이린냉장 -

종속기업 (주)디에셋핀테크대부 (주)디에셋핀테크대부

대표이사 조병화 조병화

기타특수관계자(주2)
(주)한울네트웍스 -

(주)화인씨엔비 -

(주1)당기 중 최대주주가 조병화에서 (주)아이린냉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디에셋

핀테크는 (주)아이린냉장의 종속기업이 되었습니다.

(주2)당기 중 지배기업의 변경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범위과 변경되었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천원)

구분 특수관계자 명 계정과목 당기 전기

종속기업 ㈜디에셋핀테크대부

매출채권 20,438 -

미지급금 - 2,003

단기차입금 421,500 426,000

미지급비용 55,082 25,801

대표이사 조병화
단기차입금 - 10,000

미지급비용 735 2

기타

특수관계자
㈜화인씨엔비

미수수익 4,064 -

단기대여금 115,000 -

(3) 보고기간 동안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비용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특수관계자 명 거래내용
당기 전기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종속기업 ㈜디에셋핀테크대부
지급수수료 - 14,837 - 29,902

이자비용 - 29,281 - 25,801

대표이사 조병화 이자비용 - 73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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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분 특수관계자 명 거래내용
당기 전기

수익 비용 수익 비용

기타

특수관계자

㈜한울네트웍스 지급수수료 - 1,000 - -

㈜화인씨엔비 이자수익 4,064 - - -

(4)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대여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특수관계자 명 기초 대여 회수 기말

기타특수관계자 ㈜화인씨엔비 - 1,570,000 (1,455,000) 115,000

<전기>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대여거래가 없습니다.

(5)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차입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특수관계자 명 기초 대여 회수 기말

종속기업 ㈜디에셋핀테크대부 426,000 - (4,500) 421,500

대표이사 조병화 10,000 70,500 (80,500)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특수관계자 명 기초 대여 회수 기말

종속기업 ㈜디에셋핀테크대부 - 426,000 - 426,000

대표이사 조병화 - 10,000 - 10,000

(6)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미사용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특수관계자 명 구분 당기 전기

기타특수관계자 ㈜화인씨엔비 한도대여약정 335,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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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금흐름표

당기와 전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      역 당기 전기

매도가능증권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의 대체 - 418,800

12. 재무제표의 사실상 확정일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2년 3월 21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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