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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1  코리아에셋 인베스트먼트(주) 설립
2001.07.21  자본금 증자 (증자 후 자본금 100억 9300만원)
2002.02.14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건설교통부: 제2002-10호)
2004.04.1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주택2004-0091)
2007.07.06  신탁업 예비인가 (금융위원회)
2007.11.09  신탁업 인가 (금융위원회 : 은행감독과-204)
2007.11.09  사명 변경(국제자산신탁(주))/본점 소재지 변경(서울 강남 삼성 142-43)
2007.12.27  부동산개발업 등록 (서울특별시: 서울 070034)
2008.02.21  신탁업 인가조건 변경 (금융위원회: 관리형토지신탁 인가)
2009.02.04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9)
2009.03.23  사명 변경(국제신탁(주))
2009.10.19  자본금 증자 (증자 후 자본금 152억 9300만원)
2012.06.21  부산지점 개소
2014.02.05  신탁업 인가조건 변경 (금융위원회: 차입형토지신탁 인가)
2014.03.28  사명 변경(국제자산신탁(주))
2014.04.07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2047)
2015.02.17  호남센터 개소
2016.09.01  지점 명칭변경 (부산지역본부/호남지역본부)
2017.02.28  계열회사의 설립 (국제자산운용(주))
2018.01.01  대구경북지역본부 개소
2018.03.15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인가 취소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867)
2019.11.15  계열회사 지분 전량 매각(국제자산운용(주))
2019.12.30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9.12.30  사명 변경(우리자산신탁(주))
2019.12.30  공동대표이사 취임 (이창재, 이창하)
2020.12.09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 승인(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4239)
2021.03.25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인가(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1294)
2021.08.27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 강남 테헤란로 301, 13층)

Ⅰ. 회사 개황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1. 회사의 연혁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영 업 보 고 서 22(제 기 3 분기)



1.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가.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개발업, 주택건설사업
 나.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 관리업
 다.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라. 기타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
2. 지상권, 전세권 및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3. 부동산 담보신탁
4. 동산의 신탁
5. 신탁업에 부수하는 다음의 업무
 가. 채무의 보증
 나.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다.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라.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에 관한 대리사무
 마.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에 관한 대리사무
 바. 채권추심에 관한 대리사무
 사. 채무이행에 관한 대리사무
 아. 보험에 관한 대리사무
6.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지도, 자문(부동산컨설팅) 및 상담
7. 부동산 정보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발간 및 판매
8.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련된 일체
의 업무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 업무
11.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의 업무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류창고업의 업무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업
14. 기타 자본시장법 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5. 제1호 내지 제14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

2. 영업의 개요



15,293 증자

※ 비고란에는 증감 사유를 기재

2000.06.21 보통주 3,000 3,000 설립

2009.10.19 보통주 5,200

2001.07.21 보통주 7,093 10,093 증자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백만원)

증(감)자 일자 주식종류 증(감)자액 증(감)자후 자본금 비고



4. 임원 현황

상근
여부

자산운용
전문인력여부

상근 비해당

비해당

비상근 비해당

상근

비상근 비해당고기복 사외이사 2019.12.30 2021.12.29
(現)동국대 교양학부 부교수

(現)예금보험공사 자산회수자문위

원장

김광연 사외이사 2019.12.30 2021.12.29
두산캐피탈 상임감사

전북은행 상임 감사위원

박태규 사외이사 2019.12.30

성 명 직 위 선임일 임기만료 경 력

이창재
공동대표

이사
2019.12.30 2021.12.29

우리종합금융 기업금융본부 겸

구조화금융본부총괄 부사장

이창하
공동대표

이사
2019.12.30 2021.12.29

대한토지신탁

국제자산신탁 총괄본부장

비상근 비해당

조성권 사외이사 2019.12.30 2021.12.29
이투데이 경제신문 선임연구위원

학교법인 영신학원 감사

(現)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박종일
비상임

이사
2020.04.07 2023.04.06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단 상무

(現)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전무

2021.12.29
(現)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現)푸르메재단 이사

(現)한마음평화연구재단 이사장
비상근 비해당

비상근 비해당



명

부장 강현귀  우리자산신탁, 주택산업연구원, 서울투자운용

5. 자산운용전문인력 현황

직위 성명 주요경력 및 자격

본부장 김동현  우리자산신탁, 아너스자산운용, 한일퍼스트자산운용

계

팀장 서상원  우리자산신탁, DS네트웍스자산운용, 아벤트리리츠

5

사원 배세영  우리자산신탁

사원 양승아  우리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직원수
(명)

대구경북지역본부 2018.01.01

6. 영업소 현황

영업소 명칭 설치연월일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3층
(범어동, 동일산업빌딩)
( Tel : 053-721-7970 )
( Fax : 053-721-7971 )

5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2000.06.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삼정빌딩)

( Tel : 02-6202-3000 )
( Fax : 02-6202-3010 )

183

부산지역본부 2012.06.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16층 (범천동, ABL부산타워)

( Tel : 051-714-3000 )
( Fax : 051-714-3005 )

13

호남지역본부  2015.02.1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4층
(치평동, 우체국보험회관)
( Tel : 062-470-3000 )
( Fax : 062-470-3007 )

4



당기 제 22 기 3 분기 20 21 년 9 월 30 일 현재

전기 제 21 기 기말 20 20 년 12 월 31 일 현재

회사명: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제 22 (당)기 3 분기 제 21 (전)기 기말

Ⅰ. 자 산

 1. 현금및예치금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예치금

 2. 유가증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

  종속기업투자

  기타

 3. 대출채권 등

  대여금

  매입대출채권

  신탁계정대

  기타

 4. 재고자산

 5.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타

 6. 투자부동산

 7. 기타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보증금

  파생상품자산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매각예정자산

  기타

자 산 총 계

Ⅱ. 부 채

 1. 차입부채

  차입금

  사채

 2. 기타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수금

  예수금

  파생상품부채

  임대보증금

  순확정급여채무

  충당부채

  당기법인세부채

  기타

7,779,077 4,401,497

1,620,000,000 1,620,000,000

5,393,741,470 7,513,853,670

10,060,922,815 1,547,095,399

651,269,562

4,979,794,103 8,157,506,344

47,778,192,646 37,553,389,207

70,491,699,673 56,396,246,117

0 0

231,232,709,390 185,633,628,351

95,625,531 98,253,054

992,080,024 1,026,867,769

129,900,000 467,985,532

1,383,825,580

13,469,271,843 4,522,470,290

39,577,957,568 21,605,400,000

40,428,611,494 22,287,117,142

25,425,500 31,000,000

3,589,412,602 767,054,032

4,578,465,158 2,266,898,239

15,326,454,219 8,548,938,601

12,188,714,559 3,239,285,483

1,184,931,753 1,184,931,753

1,404,500,200

1,404,500,200

1,404,500,200

1,404,500,200

금  액 금  액

(단위: 원)

160,603,871,634 148,870,602,118

14,145,280196,095,272

7. 재 무 상 태 표

2,465,249,440

830,550,000 140,058,009

2,511,110,355

850,653,926 681,717,142

2,669,510,580

과 목

160,407,776,362 148,856,456,838



부  채  총  계

Ⅲ. 자 본

 1.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종류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

 3.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유가증권평가손익

  기타

 5. 이익잉여금(결손금)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60,741,009,717 129,237,382,234

231,232,709,390 185,633,628,351

621,172,146 641,778,305

151,012,587,571 119,488,353,929

(6,273,000,000) (6,273,000,000)

621,172,146 641,778,305

87,250,000 87,250,000

(6,273,000,000) (6,273,000,000)

15,293,000,000 15,293,000,000

87,250,000 87,250,000

70,491,699,673 56,396,246,117

15,293,000,000 15,293,000,000



당기 제 22 기 3 분기 20 21 년 1 월 1 일 ~ 20 21 년 9 월 30 일 

전기 제 21 기 3 분기 20 20 년 1 월 1 일 ~ 20 20 년 9 월 30 일 

회사명: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제 22 (당)기 제 21 (전)기

Ⅰ. 영업수익

 1. 수수료수익

  신탁보수

  대리업무보수

  리츠자산관리보수

    리츠자산매입수수료수익

    리츠운용수수료수익

    리츠자산매각수수료수익

    리츠운용관련기타수익

  기타

 2. 유가증권관련이익

 3. 파생상품관련이익

 4. 대출채권관련이익

 5. 이자수익

 6. 배당금수익

 7. 기타의 영업수익

Ⅱ. 영업비용

 1. 이자비용

  차입금

  사채

  기타

 2. 유가증권관련손실

 3. 파생상품관련손실

 4. 대출채권관련손실

 5. 판매비와관리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기타

 6. 기타영업비용

Ⅲ. 영업이익

Ⅳ.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관련이익(처분이익 등)

  파생상품관련이익(처분이익 등)

  유형자산관련이익(처분이익 등)

  투자부동산관련이익(처분이익 등)

  임대료수익

  상각채권추심이익

  충당부채환입

  기타 42,156,024 347,010,432 3,856,326 31,415,508

42,156,024 347,010,432 3,856,326 31,415,508

1,002,494,004

483,471,470

36,106,106,044

18,618,456,892

9,642,012,813

989,255,068

2,690,977,135

249,105,651

988,921,551

995,934,296

1,329,420,529

730,335,845250,869,746

377,479,700

226,773,643

9,298,139,027

379,440,463

479,689,8352,022,806,878

974,626,674

1,272,104,996

579,684,301

44,223,197,742

329,751,681

1,104,645,340

85,889,006

292,579,830

4,267,040,175

288,165,351

20,684,129,228

68,900,866

68,900,866

168,000,000

36,766,901

251,786

1,513,300,0001,319,250,000

6,845,970,380

3,545,624,779

514,609,091

106,871,269

5,218,786

1,369,873,185

66,124,105

8,412,988,027

20,994,004

20,994,004

182,950,521

22,355,924,750

11,180,135,127

937,298,069

3,348,174,192

296,294,315

955,741,729

1,368,742,770547,240,742

1,010,941,015

452,643,653

492,030,431

574,415,811

15,558,260,630

67,405,820,761

66,042,919,285

49,217,072,986

16,527,846,299

0

298,000,000

89,644,278

1,272,977,308

279,890

23,182,623,019

64,063,447

64,063,447

72,661,235

8,393,969,950

3,961,134,159

312,432,687

1,230,868,266

99,533,088

287,145,909

559,816,500

(57,229,658)

9,083,538,338

42,491,342

42,491,342

81,200,000

19,924,658

최근3개월 당기누적 최근3개월 전기누적

24,641,798,968

24,119,287,468

19,170,544,776

4,867,542,692

0

17,711,127,054

16,238,111,077

10,888,320,412

5,181,790,665

과 목

8. 손 익 계 산 서

(단위: 원)

금  액 금  액

0

56,790,235,272

52,122,939,691

34,457,447,901

17,150,882,699

0



Ⅴ.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유가증권관련손실(처분손실 등)

  파생상품관련손실(처분손실 등)

  유형자산관련손실(처분손실 등)

  투자부동산관련손실(처분손실 등)

  기부금

  충당부채전입

  기타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Ⅶ. 법인세비용(수익)

Ⅷ. 당기순이익(손실)

Ⅸ. 기타포괄이익(손실)

Ⅹ. 총포괄이익(손실)

ⅩⅠ. 주당이익

11,091,669,299 32,648,927,483 7,061,646,234 27,238,237,619

4,783 14,078 3,047 11,751

3,552,068,182 10,458,951,252 2,220,039,523 8,855,743,600

11,098,625,192 32,669,533,642 7,071,906,592 27,270,204,714

(6,955,893) (20,606,159) (10,260,358) (31,967,095)

111,130,000 603,130,000 49,238 49,238

14,650,693,374 43,128,484,894 9,291,946,115 36,125,948,314

830,093,280 830,093,280 44,000

8,500,000 8,500,000 10,000,000 11,480,000

949,723,280 1,441,723,280 10,049,238 11,573,238



Ⅱ. 업무현황

1. 계약 및 업무현황

고객명 계약일 수탁계약기간 수탁업무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현황

비고
계약해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3 제3항에 의하여 겸영하고 있는 업무

업무내역 근거법령 개시연월 비고

부동산신탁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02.04

금융투자업인가
(금융위원회)

부동산신탁업 신탁업법 2007.11.09
부동산신탁업인가

(금융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2. 수탁자산(부동산투자회사관련) 현황

(단위: 억원)

위탁회사
수탁자산 규모

증감사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 수탁자산 규모는 위탁회사의 투자보고서상 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3. 업무수탁 수수료체계

부동산투자회사구 분

해당사항 없음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총수입금액 및 수입구조

가. 원천별 수입금액

금액(백만원)

67,406 100.00%

구 분

자산운용위탁수수료
(부동산투자회사)

비율 비 고

기타수익

총수익

67,406 100.00%



해당사항 없음

나. 부문별 수입금액 명세

1) 자산운용위탁수수료(부동산투자회사) 수익

위탁회사 수수료(백만원) 비율(%) 비 고



6. 배당금수익

4. 대출채권관련이익

5. 이자수익 1,273 1.89%

2) 기타 수익

구 분 금액(백만원) 비율(%) 비 고

2. 유가증권관련이익 90 0.13%

3. 파생상품관련이익

7. 기타의 영업수익 0 0.00%

수익  계 67,406 100.00%

1. 수수료수익 66,043 97.98%



1. 이자비용 64 0.28%

3. 파생상품관련손실

0.79%

5. 판매비와관리비 22,356 96.43%

2. 유가증권관련손실

2. 영업비용 등 지출에 관한 사항

구 분 금액(백만원) 비율(%) 비 고

비용 계 23,183 100.00%

6. 기타영업비용 580 2.50%

4. 대출채권관련손실 183



주식회사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500 10.00%

3. 고유자산의 유가증권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당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현황

구 분

당분기동안
거래내역

비 고
취득
금액

주식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비율

신동해투자일호PFV㈜ 10 0.10%

㈜유에이오 95 18.50%

㈜아레나파크개발 무상취득

㈜에이파크개발 무상취득

옥정플러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250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 주식회사 50 1.00%

노곡피에프브이㈜ 250 2.70%

율동피에프브이㈜ 250

합 계 1,405 - - -



해당사항 없음

4. 차입에 관한 사항

가.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초 증가 상환 기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나. 차입처 등

(단위 : 백만원, %)

차입처 차입일 차입금 이자율 상환조건 기말잔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