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2 년 3 월

회 사 명:

(주)디어유

대표이사:

안종오

본점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33, 4층

10일

(전 화) 02-6203-1220
(홈페이지)http://dear-u.co

작성 책임자:

(직 책) CFO

(성 명) 원용재

(전 화) 02-6203-122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기 정기)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5기 정기
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2년 3월 28일 (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7
호텔리베라 청담 15층 로즈홀

3.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회의목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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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의안 :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1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안종오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장재호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5. 참석자 지참물 안내
① 본 인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본인신분증으로 인정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날인 또는 서명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본 전자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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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김영민
(출석률: 92%)

의안내용

이정훈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1.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2021.01.18 승인 3. 2021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의 건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 조정의 건
5.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제정의 건

2

2021.02.05 승인

찬성

-

찬성

-

3

1. 신 주식 발행의 건
2. 본점 이전의 건
2021.02.09 승인
3. 증권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의 건
4.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

4.

1. 이사변경의 건
2021.02.25 승인 2. 감사변경의 건
3. 정관변경의 건

찬성

찬성

5.

1.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제4기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 결정의 건
2021.03.10 승인
제1호 의안: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6.

1.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1.03.30 승인 2.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7

2021.04.12 승인 1.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8

2021.06.07 승인 1.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9

2021.06.28 승인 1.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10

2021.08.17 승인 1. 사내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11

2021.09.28 승인

불참

찬성

12

2021.10.27 승인 1. 우리사주조합 참여 임직원 대여금 지급의 건

찬성

찬성

13

2021.12.16 승인 1.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찬성

찬성

1. 정관변경의 건
2.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승인의 건
2. 신주인수권 부여 승인의 건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

-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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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포함)

2

3,000

55

27.5

-

※ 상기 주총 승인금액은 사내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보수한도 승인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매출, 매입 등

에스엠엔터테인먼트(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021.01.01~2021.12.31

121

30.3

*상기 거래 금액은 매출, 매입 등의 합계 금액임.
*상기 비율(%)은 2021년 재무제표 기준 매출총액(400억원) 대비 비율임.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외
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변동될 수 있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
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매출, 매입 등

에스엠엔터테인먼트(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021.01.01~2021.12.31

121

30.3

*상기 거래 금액은 매출, 매입 등의 합계 금액임.
*상기 비율(%)은 2021년 재무제표 기준 매출총액(400억원) 대비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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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외
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변동될 수 있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2021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은 Covid-19의 영향을 흡수한 시장입니
다. 기존의 대면식 콘서트, 공연을 통한 음반 판매 등 오랜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지고
, 기존 트렌드가 증폭되어 비대면 엔터테인먼트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
니다. PwC에서 발간한 ‘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0-2024’

자

료에 따르면 글로벌 E&M 시장 수익은 2015년 1조 7천억 달러였으나 2019년 2조 1
천억달러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성장률 5.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Cov
id-19로 인해 단기적인 수익의 부진이 있었으나 2020년 이후 2024년까지 연평균 5.
7%의 고성장률을 다시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2020년 2조달러 대비 202
1년은 2.2조달러를 예상하며 약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시장
이처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글로벌 K-P
op 시장 또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억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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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K-Pop의 유료 팬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팬덤 산업을 지칭하는 신조어 ‘ 팬더스
트리(Fandom + Industry)’ 가 생겨나며 글로벌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K-Pop의 인기에 힘입어, 국제 음반 산업 연맹에 따르면 글로벌 음반판매량
은 약 7% 성장한데 반해 한국의 음반판매량은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DearU bubble
월구독형 자동갱신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 DearU bubble은 팬과 아티스트의 1:1
소통을 중심으로 구성된 앱으로 아티스트와 팬들 상호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
니다. 팬들은 수신을 원하는 그룹을 선택한 후 원하는 멤버 수만큼 구독권을 결제하
고 아티스트를 선택하면, 해당 아티스트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
트는 구독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텍스트와 이모티콘 뿐만 아니라 음성메시지, 사
진, 동영상을 보내면서 자신의 일상을 팬들과 공유하고, 팬들은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개인 메시지를 받은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원하는 상품 (예: 엑소 3인권)을 구글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스토어에서 구매
후 인권에 맞춰 구독할 아티스트를 선택하면 선택한 아티스트로부터 버블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구독기간 동안에 메시지를 받을 아티스트는 수시로 변경 가능합
니다. 구독자는 아티스트의 버블 메시지에 최대 3개의 답장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 해당 아티스트의 버블을 구독한 일수에 따라 답장 글자수는 차등 제공됩니다. (최소
30자~ 1,000자)

(2) everysing
everysing은 전 세계에서 700만명이 10억회 이상 노래를 부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스마트 노래방 앱입니다. 매일 다양한 장르의 최신 반주음이 업데이트 되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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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의 포스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verysing은 모든 반주곡을 기존의 음원을
사용하지 않고, 가상 악기나 실제 악기로 연주해 녹음한 반주로 수록하기 때문에 반
주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또한 당사가 직접 반주 및 녹음하여 제작한 음원으로 제작
비용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음원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높지 않고, 향후 음원에 대
한 권리가 사라질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창 옵션 제공하여 솔로 또는 듀엣, 녹음 또는 녹화로 원하는 옵션으로 가창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구간 가창 기능을 통해 최신 인기곡의 하이라이트 구간
가창 기능을 제공하며 에코 리버브 효과와 키 조절 기능도 함께 지원됩니다.
everysing은 앱서비스 특성상 내가 부른 노래를 녹음 또는 녹화한 후 다른 사용자들
과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인 Town이란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됩니다. 가
창이란 취미를 공유하는 구독자들과 클럽을 만들어 멤버들과 함께 본인의 녹음 또는
녹화한 곡을 통해 노래실력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
다. 개성 있는 영상은 다른 구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고, 팔로우 하는 구독자의 포스팅
, 베스트 포스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피드가 제공됩니다.
(3) Lysn
Lysn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연예인과 팬의 소통을 돕기 위하여 2018년 12월 26일
에 출시 된 아티스트 팬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팬들이 모여 새
로운 2차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공식
팬클럽을 모집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을 위해 커뮤니티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2
021년 현재 11개의 공식 아티스트 팬클럽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 매출의 90% 이상이 DearU bubble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 사업은 DearU bubble
, 기타매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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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플랫폼 산업의 형태 및 규모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명확한
시장점유율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시장분석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
장에서의 당사의 위치를 살펴보면, 우선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아티스트 확보는 물론, 이외에도 차별화된 팬메신저
서비스 기술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함께 2021년 12월 말 현재 약 30여개의 K-POP
관련 에이젼시, 약 65개 팀, 약 230명의 아티스트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스포츠영역, 크리에이터 영역 등으로 파트너쉽을 확대해나가고 있어 지속
적으로 팬더스트리 산업 내 당사의 점유율 상승이 예상됩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특성
당사가 속한 산업군은 크게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문화 활동으로 소비자들에게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
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문화를 문화적 생산품으로 변화하여 문화민주주의에 기
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영화, 음악, 방송 등 주로 미디어 업종
들을 포함한 산업과 장소를 매개로 방문하여 문화를 즐기는 산업이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생산 방식 및 개개인의 개성이 무시된
산업에 비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개인의 욕구 표출과 인간의 창작 능력이 서로 융화
되어 문화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상품생산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문화 컨텐츠
산업으로 21세기 최고의 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나) 구독 경제 시장의 특성
구독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유, 무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상품 및 서비스에 대
한 소유 보다는 이용의 가치가 중요시 여겨지면서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구독형 콘텐
츠 시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독 경제는 신문, 우유 등 품목이 제한적, 정
기배송형태로 한정되었으나 소모품과 고가품, 콘텐츠, 교통서비스까지 확장 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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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정기적으로 정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구독 형태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
제활동은 특히 COVID-19로 비대면 문화가 형성되면서 전방위 산업과 성장이 가속
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경제에서 소비자들은 한 번의 신청절차만으로
원하는 상품,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체들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구독 경제 유형은 정기배송형, 무한콘텐츠형, 렌탈형으로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정기
배송형은 정기적으로 결제를 받고 고객의 취향인 식품, 생활용품, 생필품 등을 배송
합니다. 무한 콘텐츠형은 일정액으로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렌탈형
은 일정금액 지불후 대여하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다) IT 서비스 시장의 특성
당사가 속한 산업군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IT서비스 산업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시스템 구현 및 기획, 운영 등 모든 과정상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산업인 IT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IT 서비스 플랫폼은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는 형태입
니다. 5G통신환경이라는 IT발전을 기반으로 실감형, 참여형, 생산자형 콘텐츠로 변
화하고 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 시장은 소비자와 콘텐츠의 능동적 상호작용성과 오
감을 만족시키는 경험 제공, 이동성이 특징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오
감 미디어 등이 대표적인 실감형 콘텐츠의 예가 되고 있으며 실감형 콘텐츠는 게임,
영화를 넘어 교육, 의료,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신규 아티스트 확장
현재 DearU bubble 서비스는 글로벌 팬덤이 확보 되어있는 K-Pop 아티스트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스포츠스타, 배우,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등 다양

-9-

한 영역으로 확대를 해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위
해 글로벌 아티스트 영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 마이홈
COVID-19로 인해 오프라인 공간이 축소되고 디지털 영역이 확장 되면서 DearU b
ubble은 아티스트와 팬의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존 DearU bubble 채팅방에서
만 이루어지던 소통 채널을 확장하여 가상현실 속에서 아티스트와 교류할 수 있는 3
D 미니홈피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마이홈 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디지
털 아이템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 생
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 디지털 스토어
당사는 DearU bubble 서비스에서 아티스트와 팬의 일상적인 대화에 흥미를 잃지 않
도록 다양한 답장 꾸미기 기능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DearU bubble 채팅방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디지털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DearU letter 서비스로 확보된 아티스트의 손 글씨체로 인공지능폰트를 제작
하여 Bubble 채팅 방에 적용 가능하도록 아이템으로 판매하거나 아티스트 육성 데이
터를 통한 채팅 알림을 개발하여 고객에게는 Bubble 메시지 수신 시 아티스트와의
유대감이 향상될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을 지속 판매 예정입니다.
(라) 라이브 기능
DearU bubble은 아티스트의 개인 시간에 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인 만
큼 아티스트 자신의 기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서비스를 도
입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기능을 개발 시 오디오, 비디오 선택적 송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아티스트의 상황에 따라 라디오/비디오 방송을 선택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할 예정입니다. 일상을 날 것 그대로 공유함으로써 구독자(팬)들은 아티스트와의 교
감을 더 확대할 수 있고 이러한 신규 기능은 장기 구독자 유인책으로 활용될 예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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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유료 구독자들만 볼 수 있는 프라이빗 서비스의 특성상 방송중인 순간에만 시
청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 기능이라면 팬들은 아티스트의 방송에 참여하기 위하여 앱
내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구독자들을 고정 구독자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예상됩니다.
(5) 조직도

조직현황 2112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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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
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재무제표 등은 외부감사인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외
부감사인의 회계감사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20년 종속기업인 EVERYSING JAPAN Co.,LTD. 지분을 처분하여 202
1년 현재 연결 대상 기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재무제표는 별도 기준으로 작성하
였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5(당)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4(전) 기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디어유
과

(단위 : 원)
목

자

제 5(당) 기말

제 4(전) 기말

산

Ⅰ. 유동자산

106,042,325,349

5,646,685,825

현금및현금성자산

26,825,043,614

2,533,206,479

금융기관예치금

60,000,000,000

-

매출채권

3,302,480,967

1,574,634,047

기타채권

15,266,746,276

1,409,247,558

648,054,492

129,597,741

기타유동자산
Ⅱ. 비유동자산

27,513,658,146

8,010,768,755

유형자산

166,689,553

60,422,729

무형자산

7,324,377,745

7,399,517,873

사용권자산

294,325,429

359,628,15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91,200,000

191,200,000

19,437,065,419

-

이연법인세자산
자 산

총 계

부

133,555,983,495

13,657,454,580

9,256,568,608

15,496,662,512

채

Ⅰ. 유동부채
매입채무

3,890,574

4,76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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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채무

5,386,548,067

7,551,557,950

유동리스부채

238,699,622

164,210,438

유동전환사채

-

4,315,660,468

파생상품부채

-

851,077,824

기타유동부채

1,742,487,130

1,712,177,133

당기법인세부채

1,884,943,215

897,209,953

Ⅱ. 비유동부채

723,777,962

429,125,912

비유동리스부채

42,209,957

173,246,879

순확정급여부채

649,068,005

231,279,033

32,500,000

24,600,000

복구충당부채
부 채

총 계

9,980,346,570

15,925,788,424

10,988,583,000

8,349,900,000,

150,740,111,086

21,140,817,463

19,205,234,012

181,753,956

Ⅳ. 이익잉여금(결손금)

(57,358,291,173)

(31,940,805,263)

자 본

총 계

123,575,636,925

(2,268,333,844)

부채 및 자본총계

133,555,983,495

13,657,454,580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기타자본항목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5(당)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 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디어유
과

(단위 : 원)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Ⅰ. 영업수익

40,000,767,156

13,045,281,186

Ⅱ. 영업비용

26,759,974,104

13,415,751,472

Ⅲ. 영업이익(손실)

13,240,793,052

(370,470,286)

기타수익

59,612,874

117,884,385

기타비용

227,684,062

218,584,877

금융수익

1,200,180,614

11,920,559

금융비용

38,653,210,374

1,149,253,081

-

172,263,642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이익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법인세비용

(24,380,307,896)
851,921,606

Ⅴ. 당기순손실

897,835,013
(25,232,22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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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766,942)
(2,678,601,955)

Ⅵ. 기타포괄손익

(185,256,40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85,256,408)

77,295,81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5,256,408)

77,295,814

해외사업환산손익

Ⅶ. 당기총포괄손실

(25,417,485,910)

(2,601,306,141)

Ⅷ. 주당손실
기본주당순손실

(1,350)

(1,604)

희석주당순손실

(1,350)

(1,604)

자본변동표
제 5(당)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 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디어유
과

(단위 : 원)
목

자본금

2020.01.01(전기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총 계

8,349,900,000

21,140,817,463

당기순손실

-

-

-

(2,678,601,955)

(2,678,601,955)

주식매수선택권

-

-

181,753,956

-

181,753,956

보험수리적손실

-

-

-

77,295,814

77,295,814

2020.12.31(전기말)

8,349,900,000

21,140,817,463

181,753,956 (31,940,805,263)

(2,268,333,844)

2021.01.01 (당기초)

8,349,900,000

21,140,817,463

181,753,956 (31,940,805,263)

(2,268,333,844)

당기순손실

-

-

- (25,232,229,502)

(25,232,229,50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185,256,408)

(185,256,408)

전환사채전환권행사

169,452,500

6,325,703,513

-

-

6,495,156,013

전환우선주전환권행사

800,000,000

40,786,407,040

-

-

41,586,407,040

1,669,230,500

82,487,183,070

-

-

84,156,413,570

주식선택권

-

-

996,628,840

-

996,628,840

기타자본

-

- 18,026,851,216

-

18,026,851,216

10,988,583,000 150,740,111,086 19,205,234,012 (57,358,291,173)

123,575,636,925

유상증자

2021.12.31(당기말)

- (29,339,499,122)

151,218,341

현금흐름표
제 5(당)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 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디어유
과

(단위 : 원)
목

제 5(당)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071,998,203

- 14 -

제 4(전) 기
1,697,414,974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9,284,917,176

1,817,462,767

(25,232,229,502)

(2,678,601,955)

비현금항목의 조정

39,989,171,375

3,152,769,49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5,472,024,697)

1,343,295,228

2. 이자의 수취

23,668,774

39,226,457

3. 이자의 지급

(6,432,778)

(160,493,230)

(1,222,150,740)

1,218,980

(73,088,747,904)

702,956,926

-

10,168,181

(12,788,132,000)

438,116,400

당기순손실

4. 법인세의 납부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비품의 처분
단기대여금의 증가
장기대여금의 감소

114,888,00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

-

149,518,598

(100,000,000)

300,000

(77,780,464)

(2,943,413)

-

(4,500,000)

상표권의 취득

(13,694,440)

(2,590,840)

특허권의 취득

(31,941,000)

-

시설장치의 취득

(77,200,000)

-

(60,000,000,000)

-

89,293,519,110

(1,774,326,221)

86,799,986,000

-

전환우선주의 발행

8,000,00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500,000,000)

리스부채의 감소

(197,981,922)

(274,326,221)

전환사채의 상환

(2,645,309,588)

-

주식발행비용

(2,657,175,380)

-

(6,000,000)

-

24,284,773,638

626,045,679

2,533,206,479

1,907,160,800

7,063,497

-

26,825,043,614

2,533,206,479

장기보증금자산의 증가
비품의 취득
소프트웨어의 취득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상증자

기타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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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5(당)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 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디어유

(단위 : 원)

과목

제5기

I. 미처리잉여금

제4기

(57,358,291,173)

(31,940,805,263)

전기미처리잉여금

(31,940,805,263)

(29,339,499,122)

당기순손실

(25,232,229,502)

(2,678,601,955)

(185,256,408)

77,295,814

(57,358,291,173)

(31,940,805,26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II.잉여금처리액
III. 차기이월미처리잉여금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
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안종오

1973.12.15

-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장재호

1979.07.09

-

-

최대주주 임원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안종오

주된직업

대표이사

세부경력
기간

내용

1997년~2012년

인프라웨어 부사장

2011년~2012년

셀바스AI 사장

2012년~2018년

브라이니클 사장

2019년~2021년

에스엠엔터테인먼트 CSO

2013년~현재

미스틱스토리 기타비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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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세부경력

주된직업

장재호

CSO

기간

내용

2019년~현재

디어유 대표이사

2021년~현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CSO

2021년~현재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사내이사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안종오

없음

없음

없음

장재호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안종오 후보
안종오 사내이사 후보는 인프라웨어, 셀바스AI, 브라이니클 등 혁신적인 IT회사 및 에스
엠엔터테인먼트, 미스틱스토리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5여년간
당사가 속해있는 관련 산업에 대한 업무 경험을 축적한 전문 경영인입니다.
(주)디어유의 대표이사를 수행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특
히 신사업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1년 11월
에는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팬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
정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불확실한 대외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디어유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
장 확대, 다양한 신규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
종오 사내이사 후보는 그간의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시성을 갖춘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당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장재호 후보
현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CSO(Chief Strategy Officer) 및 에스엠브랜드마케팅의사내이
사를역임하고있으며, 경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고, 고도화되고 다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전반의 활동에 있
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및 회사의 전략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17 -

확인서

안종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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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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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기 (제6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기 (제5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9억원

최고한도액

3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기 (제6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억원

전기 (제5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0.3억원

최고한도액

1억원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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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2년 03월 18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는 주주총회개최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ear-u.co
2)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사
항이 있을 경우 DART 및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내에 관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
회에 참석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 되
는 경우, 부득이하게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서는 별도의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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