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안내문
당사는 2022년 3월 29일에 진행되었던 제9기 정기주주총회 결과가 아래와
같이 모두 승인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주총회 일자 : 2022년 03월 29일 화요일
2. 결의사항
제 1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별첨1>
-> 원안대로 승인
제 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별첨2> -> 원안대로 승인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별첨3> -> 원안대로 승인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별첨4> -> 원안대로 승인
제 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별첨5>-> 원안대로 승인
제 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별첨6>-> 원안대로 승인

2022년 03월 29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스포라이브

김홍민 (직인생략)

<별첨 1 :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

재무상태표
제 9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8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자

산

제 9 (당) 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184,780,363

26,091,962,279

4,184,780,363

26,091,962,279

2,947,684,279

9,107,680,393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제 8 (전) 기

14,305,000,000
265,023,490

250,717,867

191,400

862,864,711

-

(432,486,628)

36,856,544

326,182,581

대손충당금

(18,293,698)

(7,602,466)

단기대여금

800,000,000

1,379,198,390

대손충당금

(700,000,000)

(419,198,390)

133,663,227

639,553,932

(120,000,000)

(120,000,000)

119,373,971

9,327,677

법인세자산

30,281,150

32,009,930

임차보증금

30,000,000

-

660,000,000

158,714,282

미수금
대손충당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손충당금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Ⅱ. 비유동자산

6,752,485,256

7,470,618,986

(1) 투자자산

4,411,085,663

4,034,248,457

장기금융상품

361,939,962

306,794,785

매도가능증권

4,049,145,701

1,889,055,275

-

68,398,397

장기대여금

519,198,390

1,770,000,000

대손충당금

(519,198,39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 유형자산

257,323,173

비품

304,146,241

287,611,933

(197,832,427)

(169,804,411)

283,300,000

390,349,000

감가상각누계액

(132,291,641)

(94,253,161)

임차자산개량권

21,773,190

-

감가상각누계액

(21,772,190)

-

감가상각누계액
시설장치

(3) 무형자산

1,367,942,420

574,735,919

소프트웨어

14,799,429

12,634,167

산업재산권

9,076,324

12,101,752

491,666,667

-

기타무형자산

2,400,000

-

건설중인자산

850,000,000

550,000,000

라이선스

(4) 기타비유동자산

716,134,000

보증금

466,134,000

장기미수금

324,924,163

대손충당금

(324,924,163)

장기선급금

548,846,896

대손충당금

(298,846,896)

이연법인세자산
자

413,903,361

산

총

부

566,334,000

계

2,447,731,249

1,881,397,249
10,937,265,619

33,562,581,265

2,374,863,500

15,915,435,908

채

I. 유동부채
미지급금

1,735,323,505

828,952,170

미지급비용

53,883,877

37,147,637

선수금

58,390,009

55,183,594

선수수익

65,824,545

-

부가세예수금

98,116,183

-

예수금

75,134,430

75,280,950

260,000,000

14,520,0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할증금

30,073,681

596,864,144

신주인수권조정계정

(1,882,730)

(197,992,587)

Ⅱ. 비유동부채

385,282,769

퇴직급여충당부채

610,660,322

545,662,028

퇴직연금운용자산

(247,321,858)

(300,032,741)

21,944,305

-

복구충당부채
부

245,629,287

채

총

자

계

2,760,146,269

16,161,065,195

6,984,137,000

5,298,419,000

본

Ⅰ.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6,984,137,000

Ⅱ. 자본잉여금

5,298,419,000
9,616,581,838

1,299,792,711

주식발행초과금

9,539,732,652

1,157,193,170

신주인수권대가

76,849,186

142,599,541

Ⅲ. 자본조정

(2,436,017,500)

자기주식
주식선택권

1,146,221,386

(3,432,978,793)

-

996,961,293

1,146,221,386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304,750)

(17,896,886)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00,000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7,154,299)

(17,896,886)

(12,450,451)

-

지분법자본변동
Ⅴ. 이익잉여금

(5,968,277,238)

미처분이익잉여금(결

(5,968,277,238)

9,674,979,859
9,674,979,859

손금)
자

본

총

계

8,177,119,350

17,401,516,07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937,265,619

33,562,581,265

2.

손익계산서
제 9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8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9 (당) 기

I. 매출액
게임매출
수수료매출
기타매출

11,591,330,784

10,975,376,248

11,563,442,766

10,953,390,345

8,024,547

-

19,863,471

21,985,903

II.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
Ⅳ. 판매비와관리비
급여

제 8 (전) 기

-

-

11,591,330,784

10,975,376,248

8,706,846,085

7,942,008,935

2,377,448,362

2,654,273,554

퇴직급여

237,727,170

241,716,473

복리후생비

704,130,781

562,030,909

여비교통비

75,774,770

52,539,125

접대비

74,035,410

65,305,627

통신비

181,517,219

111,967,727

수도광열비

19,264,276

19,278,471

세금과공과

22,820,290

17,147,550

감가상각비

121,648,741

113,174,137

지급임차료

185,387,632

244,087,469

보험료

45,668,475

10,591,910

차량유지비

22,622,200

23,625,591

경상개발비

269,472,722

213,955,377

5,619,910

1,254,550

교육훈련비

275,000

3,891,500

도서인쇄비

1,166,709

5,523,144

14,742,040

51,259,239

1,383,357,041

671,728,350

운반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외주용역비

1,135,820,565

353,338,087

광고선전비

1,586,984,013

2,160,876,716

건물관리비

56,880,000

78,285,000

135,910,928

228,691,866

48,571,831

57,466,563

보상원가
무형자산상각비
Ⅴ. 영업이익
Ⅵ. 영업외수익

2,884,484,699

3,033,367,313

324,841,137

1,197,160,288

이자수익

165,621,418

515,683,521

외환차익

1,692,162

1,446,040

112,594,520

640,801,610

44,933,037

39,229,117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잡이익
Ⅶ. 영업외비용

17,477,519,241

1,234,194,463

이자비용

216,862,035

566,518,567

외환차손

3,017,205

656,439

기타의대손상각비

1,130,511,152

165,196,986

유형자산처분손실

80,463,500

-

무형자산손상차손

166,666,668

-

2,126,212,758

324,380,065

12,604,919,680

107,221,538

1,090,779,806

-

22,951,504

66,818,038

2,955,426

-

32,179,507

3,402,830

지분법손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
차손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기부금
사채상환손실
잡손실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268,193,405)

2,996,333,138

Ⅸ. 법인세비용

1,375,063,692

915,706,830

Ⅹ. 당기순이익

(15,643,257,097)

2,080,626,308

3.

자본변동표

제 9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8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기타포괄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4,075,707,000

2,414,796,232

917,529,520

-

7,594,630,551

15,002,663,303

1,222,712,000

(1,229,692,840)

-

-

-

(6,980,840)

주식선택권

-

-

228,691,866

-

-

228,691,866

자기주식소각

-

-

-

-

(277,000)

(277,000)

신주인수권대가

-

114,689,319

-

-

-

114,689,319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17,896,886)

-

(17,896,886)

당기순이익

-

-

-

-

2,080,626,308

2,080,626,308

5,298,419,000

1,299,792,711

1,146,221,386

(17,896,886)

9,674,979,859

17,401,516,070

5,298,419,000

1,299,792,711

1,146,221,386

(17,896,886)

9,674,979,859

17,401,516,070

유상증자

105,977,000

894,021,972

-

-

-

999,998,972

주식선택권

145,026,000

897,595,443

(149,260,093)

-

-

893,361,350

1,434,715,000

6,525,171,712

-

-

-

7,959,886,712

자기주식 취득

-

-

(3,432,978,793)

-

-

(3,432,978,793)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300,000

-

3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10,742,587

-

10,742,587

지분법자본변동

-

-

-

(12,450,451)

-

(12,450,451)

당기순이익

-

-

-

-

(15,643,257,097)

(15,643,257,097)

6,984,137,000

9,616,581,838

(2,436,017,500)

(19,304,750)

(5,968,277,238)

8,177,119,350

Ⅰ. 전기초
(2020 년 1 월 1 일)
무상증자

II. 전기말
(2020 년 12 월 31 일)
III. 당기초
(2021 년 1 월 1 일)

신주인수권 행사

IV. 당기말
(2021 년 12 월 31 일)

자 본 금

이익잉여금

손익누계액

총

계

4.

현금흐름표
제 9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8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9 (당) 기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당기순이익

제 8 (전) 기

3,954,277,565

2,633,319,350

(15,643,257,097)

2,080,626,308

17,972,479,695

1,693,329,008

121,648,741

113,174,137

48,571,831

57,466,563

기타의대손상각비

1,130,511,152

165,196,986

지분법손실

2,126,212,758

324,380,065

12,604,919,680

107,221,538

1,090,779,806

-

유형자산처분손실

80,463,500

815,406

무형자산손상차손

166,666,668

-

9,250,000

30,000

퇴직급여

237,727,170

241,716,473

주식보상비용

135,910,928

228,691,866

사채상환손실

2,955,426

-

216,862,035

454,635,974

(161,536,451)

(640,801,610)

112,594,520

640,801,610

48,941,931

-

1,786,591,418

(499,834,356)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4,305,623)

72,591,753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211,415,771

(240,141,079)

2. 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잡손실

이자비용
3. 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대손충당금환입
이자수익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미수금의 감소(증가)

155,353,248

(37,972,603)

(446,061,903)

(301,842,899)

(7,246,294)

(7,153,437)

1,728,780

(13,432,911)

1,375,063,692

915,706,83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453,032,855

(607,653,459)

예수금의 증가(감소)

(11,653,040)

46,493,513

98,116,183

-

3,206,415

1,937,894

미지급비용의 증가

16,736,240

33,488,919

선수수익의 증가

65,824,545

-

(172,728,876)

(61,824,136)

58,109,425

(300,032,741)

선급금의 증가
선급비용의 증가
선급법인세의 감소(증가)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

부가세예수금의 증가
선수금의 증가

퇴직금의 지급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증가)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548,304,040)

(15,418,574,336)

17,825,200,000

51,122,801,610

14,305,000,000

40,000,0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1,680,000,000

11,122,801,610

장기대여금의 감소

1,770,000,000

-

70,200,000

--

(19,373,504,040)

(66,541,375,946)

-

53,260,000,000

2,290,000,000

11,044,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55,145,177

6,794,785

만기보유증권의 증가

-

1,412,000,000

13,448,155,000

-

2,848,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보증금의 감소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단기대여금의 증가

지분법투자주식의 증가
매도가능증권의 증가

비품의 취득

23,758,863

53,920,981

시설장치의 취득

-

139,449,000

무형자산의 취득

408,445,000

29,257,180

-

45,954,000

300,000,000

550,000,000

보증금의 지급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8,565,969,639)

11,512,742,160

9,717,336,106

14,260,000,000

주식의 발행

999,998,972

-

사채의 발행

-

14,260,000,000

757,450,422

-

7,959,886,712

-

(18,283,305,745)

(2,747,257,840)

14,850,326,952

2,740,000,000

-

7,257,840

3,432,978,793

-

주식선택권의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사채의 상환
신주발행비
자기주식의 취득
Ⅳ. 현금의 감소 (Ⅰ+Ⅱ+Ⅲ)

6,159,996,114

1,272,512,826

Ⅴ. 기초의현금

9,107,680,393

10,380,193,219

Ⅵ. 기말의현금

2,947,684,279

9,107,680,393

<별첨 2 : 정관 변경의 건>
현행

변경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스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 주식회사

포라이브” 라 한다.

스포피드 )” 라 한다.

영문으로는 SPO LIVE CO., LTD. 라 표기

영문으로는 (

한다.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

제2조 (현행과 동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SPOFEED CO., LTD ) 라

내용 추가

46.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47. 블록체인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8. NFT(Non-Fungible Token)의 제작,
인증, 중개 및 판매사업
49. 블록체인 연구개발업, 플랫폼개발,
투자 및 관련 서비스업
50. 블록체인 데이터생성 및 네트워크
관리
51.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어플
리케이션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
스 개발사업
52. 디지털거래소 보안서비스 및 가상
화폐 유통관련 시스템 구축사업
53.

ICO(암호화폐공개)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
54. 온라인정보 제공업
5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업
56.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
57. 기타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기획
및 제작업
58. 기타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서비
스업

내용 변경

59.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10조 (신주인수권)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① (현행과 동일)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

② (현행과 동일)
1.

발행주식수의 100 분의 80 을 초
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관련법
규정(자본시장과

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제②항 1호,6호 변경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정해진 법률에 의
1.

발행주식수의 100 분의 20 을 초
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관련법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정해진 법률에 의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
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
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
내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

의 80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
는 경우

내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 별첨 3 : 이사선임의 건 >
- 이사후보 세부내역
이름

생년월일

임기

추천인

구분

약력

이상연

700522

3년

이사회

사내이사

㈜릭스솔루션 대표이사

박호

720717

3년

이사회

사내이사

㈜블루베리NFT이사

Brandon Shon

860622

3년

이사회

사외이사

Leggett&Platt 컨설팅 컨설턴트 역임

심우일

690906

3년

이사회

사외이사

㈜릭스솔루션 경영지원 상무

< 별첨 4 : 감사선임의 건 >
- 감사후보 세부내역
이름

생년월일

임기

추천인

구분

한규정

840205

3년

이사회

감사

약력
법률사무소 온 대표변호사

< 별첨5>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이사의 수 및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구분

당기

전기

이사의 수

5

4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40억원

40억원

구분

당기

전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억원

1억원

< 별첨 6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감사의 수 및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