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공시 News Letter (‘13년 3호, ‘13. 6. 28.)

[ 뉴스레터 주요내용 ]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반영
2. 회사 합병 결정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
서식 개정
3.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서식 개정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서식 개정
5. 상장회사 관련 시장의 구분에 코넥스시장 추가
6. 각종 정부인증에 관한 공시제도 마련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인용된 舊 기업회계기준서를 개정 기업회계기준서로 대체
☞ 관련조문 : 제1-1-2조(용어의 정의), 제3-1-1조(회사의 개요), 제11-2-5조(그 밖의 우발채무 등)
(상세한 내용은 3145-8437으로 문의바랍니다)

2.

회사 합병 결정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 서식 개정

□‘회사 합병 결정’과 관련하여 합병회사가 완전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비율(1:0)과
그 사유만을 갂략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함
□‘중요한 영업 양수도 결정’및 ‘중요한 자산 양수도 결정’과 관련하여 영업 및 자산 양수
대가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방법을 추가 기재
☞ 관련조문 : <별지 제38호 서식>
(상세한 내용은 3145-8118으로 문의바랍니다)

3.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서식 개정

□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 ‘발행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기재상의
편의 도모
☞ 관련조문 :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
(상세한 내용은 3145-8447으로 문의바랍니다)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서식 개정

□ 참고서류 제출기한 산정 등을 시행령 제153조 제1항에 따르도록 개정
☞ 관련조문 : <별지 제47호 서식>
(상세한 내용은 3145-8438으로 문의바랍니다)

5.

상장회사 관련 시장의 구분에 코넥스시장 추가

□ 코넥스 시장 개설로 상장기업이 속하는 시장 구분에 기졲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외에 ‘코넥스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
☞ 관련조문 : 제3-6-1조(배당), 제11-3-4조(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8-6호 서식>, <별지 제38-8호 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
<별지 제 46호 서식>
(상세한 내용은 3145-8437으로 문의바랍니다)

6.

각종 정부 인증에 관한 공시제도 마련

□ ‘제11장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련법령에 따른 각종 정부 인증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위한 규정 싞설
☞ 관련조문 : 제11-3-12조(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상세한 내용은 3145-8437으로 문의바랍니다)

정부인증 공시관련 작성예
[예시 : 가족친화인증]
□ 공시내용 :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획득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가족친화기업인증정보
ex) 당사는 2012.12.xx.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음(유효기간 : 2012.12.xx ~2015.12.xx)
◦ 여성임원 현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1-1조(임원의 현황)를 기준으로
총 임원 수 및 그 중 여성임원 수
◦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 총 설치 개수 및 총 수용정원
◦ 육아휴직 이용현황 : 공시대상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직원 수(남·여)
◦ 기타 시행중인 가족친화제도 운영사항 : 탄력적 근무 제도,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

♣ 각 개정규정은 ‘13. 7. 1. 부터 시행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공시업무) 및 접수시스템
(filer.fss.or.kr) 공지사항과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