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래 뉴스레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금융감독원 내부지침 변경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계약서 원칙적 공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내부지침이 변경되어, 2019. 4. 29. 이후 제출되는 주요
사항보고서의 경우 첨부서류인 계약서의 원칙적 공개가 요구됩니다.

1.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및 공개사항 관련 과거 실무

─ CONTACT ─

변호사 문호준
T:02.772.4377
E:hojoon.moon
@leeko.com
약력보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M&A를 진행하는 일정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요사항보고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상 주식매매계약서, 합병계약서 등 M&A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
이 원칙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3항, 시행령 제171조 제4항 제8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무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첨부를 하더라도 금감원에만 공개되고, 대중에는 공개되지 않는 형태

변호사 홍형근
T:02.6386.6619
E:hyounggeun.hong
@leeko.com
약력보기 >

로 첨부/공시 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2.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및 공개사항의 변경
그러나 최근 금감원의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및 공개 변경사항 안내”에 의
하면 위와 같은 실무가 변경되었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첨부서류(계약서 포함) 누락시 주요사항보고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
다. 단, 공시시점(의사결정)과 계약체결 시점이 다른 경우 사후 첨부가 가능합니다.
(2) 주요사항보고서의 필수 첨부서류인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음의 일
부 내용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의 비공개 처리를 하더라

변호사 최태진
T:02.6386.6352
E:taejin.choi
@leeko.com
약력보기 >

도 비공개 처리하지 않은 계약서 원본을 심사용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금
감원 담당자는 일부 내용 비공개의 적정성을 사후 심사하게 됩니다.
①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② 군사기밀
③ 핵심산업기술
④ 영업비밀
⑤ 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
⑥ 내부검토 정보
⑦ 기타 ①~⑥에서 준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영업·신용·법적지위 등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위와 같이 변경된 지침은 2019. 4. 29. 이후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됩니
다.

3. 시사점
금감원의 변경된 내부 지침에 따라, 상장사가 진행하는 M&A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전
부 공개되는 형태로 실무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M&A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계약서가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