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㢷⚪☞㉂
상장회사 공시담당자들이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무적인 어려
움을 덜기 위하여 2008년 9월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
사례집｣을 처음 발간한 이래 금년도에도 ｢2009년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발행
기업의 공시담당자들과 투자자들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서식상의 순서대로 정정요구 내용을 담았으
며 , 각 정 정 요구 사례별로 시사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절차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
진 것은 없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
시장법”)의 시행(2009.2.4)으로 ‘유가증권신고서’가 ‘증권신고서’로,
‘정정명령’이 ‘정정요구’ 등으로 용어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주식, 회사채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려
는 기업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
자자 입장에서 제출된 증권신고서상에 발행기업의 내용, 투자위
험요인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게 공시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기재
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발행기업
에게 “정정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발행시장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정요구
는 회사의 규모, 시장환경, 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

으로 고려하여 부과되므로 정정요구의 대상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업무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의 정신인
공시주의에 입각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발행기업이 증권 발행조
건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있는 그대로 기재하였다면 정정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정정
요구는 발행기업 등의 투자위험요소가 시장에 충분히 공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과되고 있습
니다.
정정요구는 2007년 이후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의 무분별한
자금조달 추진 등으로 연간 20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장폐지 등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달
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기업들이 증권신고서를 작
성할 때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하였기 때
문입니다. 실제로 2009년 11월 현재 상장이 폐지된 기업 중 유상
증자 등의 목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총 22개 기업 중 68.1%
인 15개사가 정정요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금년도 정정요구는 공모자금 사용목적, 신규사업 진출, 경영권 변동,
재무적인 위험 등과 관련하여 신고서 기재사항이 불충분한 경우에
주로 부과되었으며, 공모자금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빈번한 정정요구 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증권 발행기업이 일정대로 자금을
모집하여 소기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를 사실

그대로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는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에 앞서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하여 정정요구 부과
등 공시사항과 신고서의 정정 전․후 내용을 살펴 투자위험요소
등을 확인한 후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사례집｣은 증권신고서
심사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
된 것이며, 본 사례집이 발행기업 및 투자자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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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䖝1 ✚㙃# ⊂ἆ# ♖㨎㉂# ᥲ䇎# ⴞ䇟
41# ⷚ6ⵎ# ⇮ⷓ# ኾᷦ
ヘ# ⡬# 40䪨#
<ᝁŁᕽʑᰍԕᬊ>
◦ 정관 제7조(신주인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제3자 배정 증자를 진행
하고 있다고 기재
<ᱶᱶಚԕᬊ>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제3자 선정
경위, 발행인(주요주주 및 임직원 포함)과의 관계 및 유상증자의 구
체적인 경영상 목적 등을 기재하고 동 사실이 기재된 이사회의
사록을 첨부할 것
◦ 신주 배정 대상자인 B사를 포함한 5개사의 개요*, 제3자 배정자
에 대한 증자참여 권유자, 권유자와 귀사와의 관계, 권유자가
제3자배정자를 알게 된 경위 및 그 관계에 대해 기재할 것
* 설립일, 주요주주 및 임원, 사업의 내용, 주요제품 및 매출처,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제표 등

◦ 귀사가 제3자 배정자를 중도에 변경한 사유, 현재 배정대상자들
이 정관에 부합하는 “주주외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기재할 것

2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사례집

<ᔍᱱ>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
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상법 및 정관 근거에
부합하는 주주외의 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증자를 통해 달성하
려는 경영상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40䪩#
<ᝁŁᕽʑᰍԕᬊ>
◦ 2007년말 현재 유동자금(현금및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
권의 합계)을 72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공모 형식으로 1일의 청약기간 동안 직접 공모하겠
다고 기재
<ᱶᱶǍԕᬊ>
◦ 사내 유보된 자금이 풍부함에도 자금을 공모해야 하는 이유, 향후
자금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귀사의 재무상황, 자금의 사용목적, 직접 공모임에도 청약기간
은 1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전환사채 발행이
진정한 일반공모 형식인지 의문이 있는 바,
- 전환사채를 인수할 자가 사전에 내정되어 있다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고 진정한 일반공모
라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기간을 연장할 것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3

<ᔍᱱ>
일반공모는 참여자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모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모집방
식의 적정성 및 공모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를 제시
할 필요가 있음

ヘ# ⡬# 40䪪#
<ᝁŁᕽʑᰍԕᬊ>
◦ 유상증자의 주당 가액은 500원으로 기준주가(시가) 270원의 185.2%
에 달하고 있으나, 제3자 배정자의 선정경위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음
<ᱶᱶǍԕᬊ>
◦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
여하는 배경(별도계약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제3자 배정자별 권유방법, 권유자, 제3자 배정자와 권유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ᔍᱱ>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가공의 인물이나 사채업자를
제3자 배정자로 내세워 증자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하거나 경영진이 증자대금을 횡령․배임하는
사례가 있는 바,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참여의사의 진
정성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3자 배정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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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㭇ᆾᡣ⺺⢛# ㋆ኺ⇚㭇

ヘ# ⡬# 50䪨#
<ᝁŁᕽʑᰍԕᬊ>
◦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만주이고 기발행주식 총
수는 1,000만주이며, 현재 행사가능한 전환사채가 250억원(전환
행사가 1,000원)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기발행주식수(1,000만주) 및 전환가능한 주식수(2,500만주)와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할 주식수(1,200만주)를 합하면 총 4,700만주로,
정관상 수권주식수인 4,000만주를 초과하게 되므로 정관 위반여
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출할 것
<ᔍᱱ>
이번 유상증자로 주식이 전량 발행되고 장래 전환사채가 행사
될 경우 정관상 발행가능 주식의 총수를 넘어서게 되어 상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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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ኾᷦ♪㈂# ⇚㭇
ヘ# ⡬# 60䪨#
<ᝁŁᕽʑᰍԕᬊ>
◦ 2009년중 사모로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고 기재
<ᱶᱶǍԕᬊ>
◦ 동 전환사채는 만기시 원금상환의무가 없으며 사채납입금은 귀
사 채권자의 귀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납입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전환사채의 발행경위 및 적법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할 것
- 부채상환을 위한 전환사채 발행이 정관상 규정에 없음에도 불
구하고 발행하게 된 경위, 강제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전환사채
발행 이유, 전환사채 납입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채무와 상계
한 이유
- 동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적법성(정관근거 미비, 강제전환조건의
유효성, 현물출자의 실질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검토의견(의견서
는 신고서에 첨부할 것)

- 채권자와 소송중인 사안으로서 변호사를 통해 대응 예정이었음
에도 채권자와 합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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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ᱱ>
의무전환사채는 사채의 본질적인 요소인 원리금 지급의무 및
만기가 없어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채 발행행위에 해당되
므로 자금조달에 앞서 법적 유효성 등과 관련한 판단이 선행되
어야 함

ヘ# ⡬# 60䪩#
<ᝁŁᕽʑᰍԕᬊ>
◦ 2006년 이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수차례 발행
<ᱶᱶǍԕᬊ>
◦ 2006년~현재까지 발행한 CB, BW의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여 기재하고 관련 계약서(영문본이 원본일 경우 번역본 포함) 등
자료를 제시할 것
* 발행일, 만기일, 발행사유, 권면총액, 사채배정방법, 신주인수권(전환권) 행사가
능기간․행사조건, 사채 조기상환 가능기간 및 조건, 사채의 실제 상환시기(만
기 이전에 일어난 상환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에 대한 계약서 내용전체를 인용하
여 근거를 기재할 것), 상환사유, 상환액, 미행사금액, 실제 전환액 등 포함

◦ 제4회, 제5회, 제6회 사모 CB발행과 관련하여 사모사채 배정자
선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동 과정에서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수수료(대가성 있는 모든
사항)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없
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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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ᱱ>
주식관련사채를 사모로 빈번히 발행한 바 있어 주가희석 가능
성 및 차입금 상환여부 등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채발
행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60䪪#
<ᝁŁᕽʑᰍԕᬊ>
◦ 회계상 보증손실충당부채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고 기재
<ᱶᱶǍԕᬊ>
◦ 출자전환하는 부채 100억원의 발생경위(일시, 발생사유, 채권자 변동*,
회사의 대응내역 등), 출자전환의 적정성** 등을 기재할 것
* 채무발생시기에서 출자전환까지의 채권자변동 현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할 것
** 동 출자전환과 관련된 법률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을 포함할 것

◦ 현물출자를 위해 A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보고서의 주요내
용*을 기재하고 감정보고서를 증권신고서에 첨부할 것
* 동 회계법인이 100억원의 보증손실충당부채를 50억원으로 평가한 사유, 50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100억원 전체를 출자전환 받는 사유를 포함할 것

<ᔍᱱ>
회사의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흔치 않은 사례로서 부채의 진정
성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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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㭇ᆾ⬟# ♮ⷓ
ヘ# ⡬# 70䪨#
<ᝁŁᕽʑᰍԕᬊ>
◦ 일반공모 발행예정가는 주당 500원(액면가)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가(340원) 대비 47% 높은 가격으로 기재
<ᱶᱶǍԕᬊ>
◦ 귀사의 금번 일반공모 발행예정가는 주당 500원(액면가)으로 신
고서 제출일 현재 귀사의 주가인 340원보다 47%나 높은 가격
인 바,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일반공모 방식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기재할 것
◦ 동 일반공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모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취득하기로 하는 등의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 관련 상세
내역을 기재할 것(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동 일반 공모에 다른 약정은
없다는 사실을 기재)

<ᔍᱱ>
발행예정가액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보다 현저히 높아
일반공모를 통한 증자 실현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
게 진행하는 배경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
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9

ヘ# ⡬# 70䪩#
<ᝁŁᕽʑᰍԕᬊ>
◦ 피합병법인의 매출수량 추정시 민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주택
건설 예상증가율 및 해외수주 예상증가율만을 인용하였고 주당
가치 산정을 위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시 피합병법인 경영진이
제공한 기초자료 및 사업계획만으로 산정
<ᱶᱶǍԕᬊ>
◦ 실제 3개년간 주택건설 및 해외수주 증가율과 동 기간 중 피합병
법인의 매출수량 증가율을 비교하여 기재할 것
- 원재료비 추정시 금년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율 대신 과거 2개
년간 가중평균비율만을 이용하여 원재료비를 추정한 이유를 제
시할 것
◦ 합병계약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등에만 근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바, 이에 대하여 귀사가 자체 검토한 내용을 기재할 것
◦ 주당 수익가치 산정을 위해 국민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저금리를 뺷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
정 시행세칙뺸에서 정한 자본환원율 산정에 이용하였으나,
-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동 금리가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금리보
다 낮아 수익가치가 과대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확인하
여 적정한 자본환원율에 의한 수익가치를 재산정할 것
* 특히 B은행의 최저금리 1.2%는 CD연동수익률에 가산되는 금리로 그 자체가
예금금리가 아님에도 그대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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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2-2조(외부평가)의 사항을 기재할 것
◦ 최근 피합병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은 10,000원이나
합병비율 산정시 주당가치는 25,000원으로 발행가액보다 2배 이
상 높음
- 당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합병을 통해 납
입금액 대비 2배 이상 가치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것
<ᔍᱱ>
• 합병비율 산정이 왜곡될 경우 주식교환가격이 과대(과소)평가
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의5에 따라 공신력있는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 미래 수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추정근거, 합병전 비
상장회사의 주요 재무활동이 합병에 미치는 영향, 자본환원
율 산정방법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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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㭇# ኾᷦ# ≓# ⍂⵿
ヘ# ⡬# 80䪨#
<ᝁŁᕽʑᰍԕᬊ>
◦ 이사회결의로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나, 최대주
주인 갑 이외 4인이 A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음
<ᱶᱶǍԕᬊ>
◦ 동 가처분신청은 유상증자의 효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
건이므로,
- 동 가처분신청의 주요 내용, 제기사유, 이에 대한 귀사의 대응
방안(발행일정 조정 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또
는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 사실)등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 제출할 것
<ᔍᱱ>
신주발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간의 법적분쟁으로 증자 추진계
획이 무산될 수도 있으므로 미발행 가능성 등 관련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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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Ꮾ㙾# ⻏ⱒ♪㬫# ↶Ꮾ# ⇍# ㉦⌾⛚# ែᴻ
□ 신고업무 담당이사의 확인․검토 후 서명
◦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증권신고
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
하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확인․검토 후 각각 서명하도록 정
하고 있음에도(자본시장법 §119⑤)
- 대표이사 1인이 신고담당이사를 대신하여 위 확인․서명을 하
였으므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의 확인․서명을 추가하여 다시 제출

할 것
□ 요약정보 기재사항
◦ ｢요약정보｣의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의 투자위험요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아 요약정보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투자자들이 알기 쉽도록 요약하여 기재할 것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청약 절차
◦ 증권신고서에 청약일을 기재하지 않은 바, 주식의 청약일 및
청약요령을 기재할 것
◦ 인수회사외의 증권회사에서 청약하는 주주들에 대한 투자설명
서 교부 및 수령확인 방법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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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 납입처
◦ 주금 납입처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바, 주금납입처
를 기재하고 주금납입처가 압류 등으로 인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유를 기재할 것
□ 합병 관련 기재사항
◦ 합병의 주요일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1-3조(진행경과 및 일정)를 참조하여 세부 일정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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䖞1# 㺞㐂# ㍶䉊㌆ⷾ
ⷧⳓⷨᔍᨦ᭥⨹
QG 䟀㇠ᴴG ㋁䚨㢼⏈G 㛹SG 㛹㦹G ⵃG 㜵㛹㢌G 䏭㉥㜄G ♤⢰G 䟀㇠ᴴG 㫵⮨䚌᷀G ╌⏈G
㠸䜌

41# ⢞♪⮃# ⾂㍚ኂ㱋
ヘ# ⡬# 40䪨#
<ᝁŁᕽʑᰍԕᬊ>
◦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태양광사업의 박막태양전지 생산제
품은 현재 주력으로 생산되고 있는 A계열 구조가 아닌 B계열
의 박막태양전지이며, 국내외에서 기존 실리콘 계열 태양전지
의 대안으로 실리콘 박막, CIGS, CdTe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양산화가 진행 중에 있다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의 박막태양전지가 실리콘 박막, CIGS, CdTe 중 어느 부문
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른 방식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기재할 것
◦ 귀사와 같은 방식의 제품을 현재 해외 C사가 국제 인증을 획득
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는 바,
- 해외 제품의 국내유입 가능성에 따른 사업위험, 귀사가 제품생
산시 해외 C사와의 특허권 등 분쟁가능성, 수수료 지급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Ⅱ. 투자 위험요소 15

◦ 귀사가 제출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보고서상 참여기관에 다
수의 대기업이 포함되었는데, 귀사와 동일한 방식의 태양전지를
연구․개발하는 국내 대기업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 관련 대기업이 있다면 현재 진행중인 단계와 상용화 가능 시점을,
- 관련 대기업이 없다면 CIGS계열과 비교해 귀사 방식에 국내
대기이 연구․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현재 국내외 태양광발전소에서 귀사가 생산예정인 동일한 태양전지
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실리콘 박막, CIGS,
CdTe 계열의 태양전지를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재하고
- 귀사가 국내외에서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설립․운영할 계획이 있는
지 여부 및 동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 현재까지 진행상황, 향후
사업추진 계획, 귀사의 자금부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귀사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귀사가 아닌 E사로 되어 있는 바,
- E사의 명의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목적, E사와의 사업적․재
무적 관계 및 각사의 역할 분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또한, E사 명의로 본건 관련 생산공장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동 부지매입자금 조달내역에 대해 기재하고 E사의 상세 개요
* 및 귀사와 E사와의 그간 자금거래 내역에 대해 기재할 것
* 설립일, 자본금, 주주구성, 대표이사, 임원 및 종업원 수, 설비, 주요 영위업종,
계열회사 현황, 2008년 결산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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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ᱱ>
신뢰성 있는 검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생산(신규사업)을 목
적으로 대규모 증자를 하는 경우 새로운 제품(방식)에 대한 불확
실성과 상업화 실패 위험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40䪩#
<ᝁŁᕽʑᰍԕᬊ>
◦ 시추예정 광구에 대하여 국제적 권유를 인정받는 유전컨설팅
회사의 기술평가를 의뢰하고도 그 평가보고서를 받지 않은 상
태에서 시추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절차를 진행
<ᱶᱶǍԕᬊ>
◦ 시추예정 광구에 대한 탄성파 조사 결과 지질학적 조사내역 등
에 대하여 뺷한국지질자원연구원뺸등 국내외 유명 평가기관(신인
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평가기관의 현황 및 평가기관의 과거 평가사례
분석 포함)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기술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이유와
대책을 명시할 것) 내용을 기재할 것

<ᔍᱱ>
유전사업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아 진행하게 되므로 투자
의 경제성 등 판단에 유용한 자료를 보완하는 등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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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40䪪#
<ᝁŁᕽʑᰍԕᬊ>
◦ 해외 온라인 복권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관련 라이센스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는 해외 온라인 복권사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B사
에 투자할 계획인 바, B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인 회사현황*을 기재할 것
* 설립일, 자본금, 주주구성, 대표이사, 임원 및 종업원 수, 설비, 주요 영위업종,
계열회사 현황, 2008년 결산 재무제표 등

◦ 온라인 복권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사항*과 현재 귀사 또
는 B사가 획득한 인허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인허가 사항별 인허가 내용, 인적․물적․재무적 요건 등

- 최근일 현재 B사와 같은 온라인 복권사업 영위회사 및 사업
추진(또는 라이센스 취득) 업체 현황과 귀사의 초기 시장진입위
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B사가 온라인 복권사업을 실제 착수하기까지 구비해야 할 물적
요건, 영업망 및 추가투입자금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
고 요건 불충족시 사업연기 및 사업자체 불가 가능성에 대
해 기재할 것
- 최근일 현재까지 B사가 온라인 복권사업을 위해 해외 현지에
갖춘 시설, 장비, 영업망(영업소) 현황과 귀사가 동 사업에 현
재까지 투자한 자금규모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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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ᱱ>
실체가 불명확한 해외사업 투자시 해당 국가의 인허가 취득여
부, 사업착수를 위한 인적․물적 구비여부, 초기 시장진입에 따
른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40䪫#
<ᝁŁᕽʑᰍԕᬊ>
◦ 2007년 이후 총 500억원 규모의 A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나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총
1,050억원 규모의 B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고 기재
<ᱶᱶǍԕᬊ>
◦ 동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민원 포함) 현황 및 대
책,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계획 변경 가능성, 일정 연기 가
능성 등 포함)에 대해 기재할 것

- A풍력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못한
바,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및 향후 허가를 얻지 못했을 경우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기재할 것
◦ 투자비의 구체적인 설정 내역, 기 투자금액, 귀사의 자금조달
계획을 기재하고 공동투자자들의 지분 참여 근거를 제출할 것
- 공동투자자와의 JDA(Joint Development Agreement)가 현재도 유
효한지 여부를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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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추진 중인 동 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진행상황 및 추정손익(예상되는 PF의 이자비용 및 상환 금액을 고려
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만약 PF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

우 그 대책을 기재할 것
◦ 동 사업은 전력기관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매출을 발
생할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총 1,000MW의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바,
- 현재까지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발전 규모를 기재하고, 만약 발
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 기재할 것
◦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모자금 집행시기, 자금 보유방식에 대해
기재할 것
<ᔍᱱ>
기존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신규 투자를 계획
하고 있는 경우 기존 추진사업의 진행경과, 사업 지연 경위, 향
후 예상 손익과 관련 위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40䪬#
<ᝁŁᕽʑᰍԕᬊ>
◦ 신규사업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LCD) 사업의 양산전
시험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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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ᱶᱶǍԕᬊ>
◦ 귀사는 계획중인 사업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사업은 특허권,
기술,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귀사의 재무상황, 현금흐
름 및 인력현황 등에 미루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는 바,
-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동 사업과 관련한 귀사의 특허권, 기술,
전문인력, 설비 등의 보유현황을 자세히 기재하고 상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도 제시할 것
- 현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현황
(업체명, 매출액, 매출원가, 가격, 경쟁력, 시장점유율 등)을 자세히 기

재할 것
<ᔍᱱ>
신규진출 사업이 고도의 기술력 및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로
서 전문성 확보방안, 수익창출 가능성 및 경쟁업체의 현황 등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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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㙾≓ⴶ# ⺺⢛# ㎦ⴂ# 㝳㬚# ♪⮃⾂㍚
ヘ# ⡬# 50䪨#
<ᝁŁᕽʑᰍԕᬊ>
◦ 도소매 회사인 B사의 주식 50만주(지분율 100%)를 100억원에 취
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가 동 사업에 진출하게 된 경위, 사업시행 경험, 사업구조,
관련 인적자원, 귀사와 B사의 업무분담, 수익배분방법, 향후 B
사를 포함한 조직변경 여부에 대한 계획,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재원, 잔금 20억원 마련 방법 및 지급일정, 회사
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B사의 주식취득가액 산정근거 및 평가회사, 과거 3년간의 재무
제표, 주요취급 품목, 판매망의 구조, 판매망의 장점 및 단점,
주요 임직원 현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ᔍᱱ>
신규사업 진출 목적으로 타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증자를 재차 시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
도록 투자대상인 타법인의 사업수익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제
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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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50䪩#
<ᝁŁᕽʑᰍԕᬊ>
◦ 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금번 증자대금으로 줄기세포치료제 개
발업체인 비상장회사 B사의 신주 10만주를 취득예정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가 투자예정인 B사의 지배구조 및 연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지분 양수와 관련한 계약서를 제시할 것
◦ 투자예정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았
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 및 현재 진행중인 소송(그런 사실이
없을 경우 없다는 사실을 명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진행경

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피투자회사 주식이 최근 1년간 발행(유상증자) 또는 매매가 되었
을 경우 유상증자 또는 매매일자, 발행가액 또는 매매가격 등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ᔍᱱ>
타법인주식 취득은 사업연도말 취득대상 자산평가를 통해 상장
법인의 당기순이익 등 재무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투자대상 법인의 지배구조 현황 및 공정한 가치에 의한
취득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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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50䪪#
<ᝁŁᕽʑᰍԕᬊ>
◦ 자산총액 20억원, 매출액 8억원인 비상장법인 B사의 주식 100%
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가액을 80억원으로 평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제출
<ᱶᱶǍԕᬊ>
◦ 설립된지 5년 미만인 기업의 지분증권에 대한 자산접근법과
실제 적용한 평가접근법의 차이금액 및 이에 대한 합리적 근
거를 기재하지 않고, 평가시 적용한 가설적 상황 및 추정변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 등이 없는 바, 이런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
* DART 홈페이지의 “공시심사지침 20.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참조

◦ 또한, 귀사가 신규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비용 및 매출발
생시기와 외부평가기관이 가치평가에 적용한 비용 및 시기를
확인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할 것
<ᔍᱱ>
공모자금으로 취득할 자산의 공정한 평가여부는 향후 상장법인
의 재무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치
산정 방법 및 산출근거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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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50䪫#
<ᝁŁᕽʑᰍԕᬊ>
◦ 회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 사용자제작컨텐츠(UCC)
사업에 신규로 진출할 예정이며, 관련업체인 A사의 구주를 매
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가 투자하려는 비상장회사인 A사 개황*을 아래와 같이 신
고서에 기재하고, 지분 양수와 관련한 계약서를 제시할 것
* 회사 설립일, 주주 구성 및 지분율, 직원수, 설립일 이후 각 년도 주요재무상황
(자본,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A사에 대한 평가내용과 관련해서 아래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할 것
- A사 주식이 최근 2년간 발행(유상증자) 또는 매매가 되었을 경
우, 유상증자(매매)일자, 배정방식(주주배정, 3자배정), 주당 발행(매
매)가액, 총 발행가액 등

- 평가를 위하여 사용가능한 방법을 열거하고 그 중에서 특정 평
가방법을 선택한 구체적 사유
- 평가에 사용한 자료 중 회사가 외부평가인에게 제출한 기초자
료를 제시하고, 향후 수익전망 자료의 추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외부 평가인의 세부적인 검토내용
- 특히 2007년 28백만원 적자에서 2008년 1,968백만원 흑자로 전
환된 근거를 당시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을 기초로 상세하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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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추가로 제시할 것
① 자기주도형 학습교육 사용자제작컨텐츠(UCC) 사이트를 오픈하
기 위하여 강사진에 대한 섭외 및 스튜디오 구축과 컨텐츠
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고 기재한 바, 현재까지 진행상황
② 인공지능 에이전트사업과 관련하여 음성정보기술 업체인 B사
와

음성인식개발에

관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양해각서

(MOU)를 교환하였다고 기재한 바, 동 양해각서 사본
③ 현재 운영 중인 동영상 사용자제작컨텐츠(UCC)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광고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10월부터 관련 수익이 발
생할 것으로 가정하였다고 기재한 바, 동 수익발생 추정 근거
(광고 계약서 등)

④ 1일 트래픽이 각각 1백만건 정도인 포털사이트 및 사용자제작
컨텐츠(UCC) 사이트와 업무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기재한
바, 동 포털사이트 및 사용자제작컨텐츠(UCC) 사이트의 업무
협약과 관련된 양해각서(MOU) 등 계약서

<ᔍᱱ>
비상장회사는 사업 및 재무와 관련된 공개된 정보가 부족한
바, 회사가치에 대한 공정하고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야 하며 사업진출을 위한 양해각서 등에 포함된 내용을 상세하
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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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50䪬#
<ᝁŁᕽʑᰍԕᬊ>
◦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비상장업체 B사의 지분 49%를 100억원
에 취득하였다고 기재
<ᱶᱶǍԕᬊ>
◦ 해당 신규사업과 관련한 귀사의 경험유무를 기재하고 100억원
을 계약당일 현금으로 전액 지급한 이유 및 동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경영권 확보 및 신규사업진출 목적으로 A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도 그 후 주주총회시 동 사업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지
아니한 이유를 기재할 것
<ᔍᱱ>
통상적인 거래관례와 달리 거액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타법인주식 취득 후에도 신규사업이 회사의 사업목적으
로 추가되지 않는 등 공시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관련 사
실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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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Ꮾ⸲♪⮃# ኾᷦ
ヘ# ⡬# 60䪨#
<ᝁŁᕽʑᰍԕᬊ>
◦ 신약(치료제) 개발을 회사의 핵심사업 부문으로 추진 중이나, 그
사업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기재
<ᱶᱶǍԕᬊ>
◦ 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연사유를 신고서제출일 기준으로 정리
하여 기재할 것
- 일반적인 신약(치료제)개발 임상실험 단계와 비교하여 귀사의
치료제 개발현황을 치료제별로 정리하여 기재할 것
- 특히, 임상실험중인 B치료제와 C치료제의 임상실험 장소 및
향후의 상용화 계획을 기재할 것
◦ 현재까지 치료제 개발완료로 상용화된 품목이 없고, 매출도 없
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기재할 것
<ᔍᱱ>
연구개발이 주핵심사업인 기업은 연구개발 진행경과, 연구개발
결과 상용화된 품목 및 그와 관련된 매출 등 투자자에게 중요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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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60䪩#
<ᝁŁᕽʑᰍԕᬊ>
◦ 향후 A사무기기 영업은 기존 재고를 소진하는 수준에서 축소하
고 B사무기기 매출에 주력할 예정으로 공장의 운영․가동을 통
한 제품의 생산을 지속할 계획은 없으며,
◦ 상품재고에 대하여 2009년 반기말 재고가액의 약 20%를 판매완
료하였고 2009년말까지 80%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기재
<ᱶᱶǍԕᬊ>
◦ 주력상품인 B사무기기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명확하게 진행중인
건은 C사와의 공급계약 1건(계약금액 20억원, 계약기간 2개월)에 불과
한 바,
- 귀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위한 장기적인 영업계획(매년
최소 50억원 이상의 매출 유지 등)과 동 계획을 위해 현재까지 진

행 중인 현황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실제 진행된 바가 없다면 없다고 기재할 것)

◦ 현재까지 판매가 완료된 재고자산에 대하여 품목과 판매가액,
장부가액, 거래처 및 거래처와의 관계, 매출방법 등에 대해 구
체적으로 기재하고
- 향후 2009년말까지 나머지 재고의 대부분이 판매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는 사유와 거래처, 매출방법, 예상판매가액 등의 판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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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사업의 실적과 진행상황이 부진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개발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
하였으며 태양전지 및 발전사업, 바이오신약제조 및 판매, 의약
품기술개발 등의 사업목적을 추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바,
- 신규사업의 추진계획 및 진행현황, 사업목적을 추가한 사유와
이와 관련한 기존사업의 지속의지 및 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
하게 기재할 것
<ᔍᱱ>
회사가 기존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 일회성 계약을 맺
고 이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
이 시장테마로 각광받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서 기존사업의 수익성 및 신규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투
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60䪪#
<ᝁŁᕽʑᰍԕᬊ>
◦ 현재 유일한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2007년 30억원, 2008년 50억
원, 2009년 1/4분기 10억원인 상황에서 2009년 하반기 매출액
을 100억원으로 추정
<ᱶᱶǍԕᬊ>
◦ 매출액 추정근거, 거래처별 매출현황(2009.1월~현재), 수주현황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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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4분기 매출액 10억원, 영업손실 8억원으로 현재 사업
구조로는 최소한의 운영비용(분기당 30억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바, 구체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ᔍᱱ>
운영자금 투입을 위한 자금조달의 타당성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존사업의 과거 연평균 매출액 대비 향후 추정매출액을
2배 이상으로 산정한 근거, 기존사업 부문의 취약한 수익구조
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60䪫#
<ᝁŁᕽʑᰍԕᬊ>
◦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유전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는 유전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금융위기 이후 유가하
락을 언급하고 있으으나,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한 기간에도 생산
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바,
- 유전개발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원유가격 변동현황과 원유생
산량 감소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기술하고, 원유가격 하락 이
외의 원유생산량 감소원인이 있다면 이에 대해 기재할 것
◦ 아울러, 유전(가스)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범공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바, 아래 사항은 동 기준을 반영하여 기재내용을 정정할 것
* DART 홈페이지의 “공시심사지침 10. 유전(가스)개발사업 관련 모범공시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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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유전개발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의견의 개요
∙ 운영자의 현황과 과거 유전개발사업 추진내역
∙ 기재되어 있는 가채매장량에 대해 동 기준에 따라 정확한 용어
를 사용하여 기재하고, 상업성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평가
내용, 계약상대방이 산정한 가채매장량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
해 귀사가 취한 조치 등
∙ 생산된 원유의 판매방식
※ 상기 사항 이외에도 “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에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사항을 정정할 것

<ᔍᱱ>
∙ 유전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 생산량 부진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일반적인 산
업환경 외에 회사 자체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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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ⳓⷨ⫭ᔍ᭥⨹
QG ㇠㛹㠸䜌Ḱ⏈G 㫵㥅㤵G Ḵ⥜㢨G 㛺⏈G 㣠ⱨㇵ䈐㫴ⵤẠ㦤G ☥G 䟀㇠㢌G 䏭㍌䚐G
㠸䜌

41# ⮎# ኾ㬚# Ⳃ㮖
ヘ# ⡬# 40䪨#
<ᝁŁᕽʑᰍԕᬊ>
◦ 2008년중 비상장업체인 B사의 주식 30만주를 30억원에 취득하
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말 현재 동 주식을 전액 감액할
예정
<ᱶᱶǍԕᬊ>
◦ 동 주식을 매입할 당시에 의사결정권자(매입계약서에 서명한 자 등),
동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계약을 체결한 자, 평가자, 2008년 및
2009년도 매출액을 추정한 근거를 기재할 것
◦ 동 주식의 감액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감액의 의사결정을 한 자,
채권회수 방법 및 회수상대방을 기재할 것
<ᔍᱱ>
투자계약과 관련된 선급금 계정의 대규모 감액손실 처리는 기
업의 당기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 의사결정 과정,
채권회수 가능성 등의 중요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기재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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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40䪩#
<ᝁŁᕽʑᰍԕᬊ>
◦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이 2008년말 50억원(충당금 48억원), 2009
년 6월말 80억원(충당금 70억원)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2008.1.1.～정정신고서 제출일 기간 중의 단기대여금 세부내역,
의사결정주체, 대여금 회수노력 및 향후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고 특수관계인의 단기대여금의 경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귀사의 자회사인 B사는 귀사의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갑에
게 70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한 후 전액 대손처리하였는 바
- 대여금지급 내역 및 사유, 의사결정 주체, 충당금 설정이유, 동 대
여금의 위법여부에 대한 회사의 입장(자금조달 내역, 의사결정과정,
채권회수노력 등 포함)을 이사 및 감사의 확인을 받아 기재할 것

- 동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갑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재한 바, 태양광발전소 인수계약 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ᔍᱱ>
재무상황이 열악한 기업이 자회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거액의 단
기대여금을 지급한 후 곧바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로서 대
여금 발생경위 및 회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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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40䪪#
<ᝁŁᕽʑᰍԕᬊ>
◦ 2008년중 180억원에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을 40억원에 매각하여
140억원의 처분손실이 발생
◦ 2008년말 현재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지분법 적용
대상 회사인 B사 등 5개사는 전액 또는 70%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이며, 2008년중 56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
<ᱶᱶǍԕᬊ>
◦ 귀사의 단기매매증권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역,
취득 또는 처분 사유, 단기매매증권 거래내역 등을 기재할 것
◦ 귀사의 지분증권 취득내역(시기, 목적, 취득금액, 취득방법 등),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제표, 지분법손실 또는 감액 사유
등을 기재하고
- 지분법 적용회사들의 사업부문과 귀사의 사업 또는 사업계획과
의 관계, 동 지분법증권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기재할 것
<ᔍᱱ>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투자행위가 회사의 적정한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향후 동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회사의
처리계획 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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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40䪫#
<ᝁŁᕽʑᰍԕᬊ>
◦ 재무제표상 매년 매출채권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등 재무안정성이 미흡하다고 기재
<ᱶᱶǍԕᬊ>
◦ 최근 매출채권 회전율, 현금흐름 등 유동성 위험과 관련한 내용
을 기재하고
-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최근 3사
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
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매출채권 회전율 분석, 동종 업종평
균, 관련 비교사항을 기재할 것
◦ 귀사의 최근 사업연도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수익성지표*, 유동비율 등과 관련한 위험을 기재할 것
*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ᔍᱱ>
유동성 및 수익성 악화로 기업의 재무위험이 높은 경우로서 재
무항목의 연간추이, 재무비율의 안정성 등 관련위험요소를 다
각적으로 분석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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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ቻ⮿# ⽾⇮ጪ⸮# Ⳃ㮖
ヘ# ⡬# 50䪨#
<ᝁŁᕽʑᰍԕᬊ>
◦ 최대주주 갑은 최근까지 전 경영진과 경영권분쟁이 발생한 바
있으며, 정기 주주총회 및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신규 선임
하였다고 기재
<ᱶᱶǍԕᬊ>
◦ 최대주주 갑의 주식보유형태(담보제공여부 포함), 갑과 과거 경영
진간의 경영권분쟁 사유 및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회사
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할 것
◦ 현 이사들의 선임배경(이사선임 추천자, 추천배경, 추천자와의 관계
등)과 현 임원들의 최근 5년간 근무경력, 근무한 회사의 특기사

항(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횡령․배임 발생 등), 형사처벌 또는 행정
상의 조치내역을 기재할 것
<ᔍᱱ>
•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경영의 안정성 및 일관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분쟁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충실하게 기재하고
• 유상증자 직전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신임 경영진의 경영능
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검증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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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50䪩#
<ᝁŁᕽʑᰍԕᬊ>
◦ 최근 5개월간 대표이사가 3번에 걸쳐 변동한 사실이 있음
<ᱶᱶǍԕᬊ>
◦ 귀사는 최근 5개월간 대표이사가 3번에 걸쳐 변동된 바, 동 변
경 경위 및 사유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할 것
- 특히 최근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가 2008년 사업연도의 주주총
회시 주주의 긴급발의로 이사에 선임된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
재하고
- 현재 경영진(대표이사, 등기․미등기 임원 포함)의 약력, 경영상 업
무 분장, 귀사와의 사업적․경제적 이해관계(지분율, 자금거래내
역, 지급보증 등 포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ᔍᱱ>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변경은 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
동을 초래하고 경영진의 빈번한 변경으로 회사 경영의 안정성
과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경영진의 변동 과정 및 담당
업무, 향후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하여 충실히 기
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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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50䪪#
<ᝁŁᕽʑᰍԕᬊ>
◦ 과거 2차례의 유상증자 실시에도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변
함이 없어 지분율이 하락하였다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의 최대주주인 B사의 소유주식수는 2008.9월 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으나, 2008년중 실시된 일반공모 유상증자 및 2009년
중 실시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은 2008
년 20%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로 하락하였는 바,
- 귀사의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에 미청약할 경우 지분율의
추가하락에 따른 경영권 관련 위험에 대해 기재할 것
<ᔍᱱ>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빈번하게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도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계속하여
지분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경영권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한 위험요소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50䪫#
<ᝁŁᕽʑᰍԕᬊ>
◦ 갑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
사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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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ᱶᱶǍԕᬊ>
◦ 경영지배인은 현행 어떠한 법률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판
례 등에서 사용 또는 인용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갑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한 목적, 업무범위 및 대표이사와의
관계,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지배인이 회사 경영전반 또는 특정 업무전반에 관하여 포괄적
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경우, 명칭만 지배인이지 실질은 사실상
이사 또는 대표이사와 동일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준하는 법
적 요건(주총을 통한 선임, 공시 등)을 충족할 것
<ᔍᱱ>
• ‘경영지배인’에게 대표이사 수준의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
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결의 등 상법상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 정당한 선임절차 없이 ‘경영지배인’에게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경영지배인
불법행위시 책임소재 모호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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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ኂ⮲㱊♪# ⴖ# Ⳃ㮖
ヘ# ⡬# 60䪨#
<ᝁŁᕽʑᰍԕᬊ>
◦ 누적결손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
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지속 보유
<ᱶᱶǍԕᬊ>
◦ A사는 B사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로, 분할 전 B사의 2007 회
계연도 당기순손실은 60억원이며 누적결손으로 인해 총부채가
총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등 취약한 재무구조를 나타내고 있었
던 바,
- 분할로 인해 B사에서 A사로 이전된 자산, 부채의 내역을 상세
히 기재하고
- 분할 전 회사의 채무(우발채무 포함) 내역과 동 채무에 대한 각
각의 승계 내역을 기재할 것
<ᔍᱱ>
분할로 인해 지분을 보유중인 비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경우로서 계열회사의 위험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분할 당시의 자산 및 부채 승계내역과 해당 비상장법인
의 재무구조 현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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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60䪩#
<ᝁŁᕽʑᰍԕᬊ>
◦ 자회사인 B사는 2008년말 기준 매출액 1억원, 매출원가 10억
원에 달하여 수익구조가 취약함에도, 추가투자 및 차입금 지급
보증 등 재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B사는 종업원이 3인에 불과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계속하여 자금지원, 투자, 지급보증 등을 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최근 3년간 B사와의 자금거래내역과 향후 재무상황 악화의 경
우 자금지원 등 경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출자, 대여, 차입, 지급보증, 담보제공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자금지급일, 자금
지급조건, 만기일(만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자금이 있을 경우
그 이유 및 향후대책)

- B사가 최근 3년간 조달한 자금(귀사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을 포함)
에 대해 동 자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B사에 대한 대여금 중 대손처리된 금액에 대해 대손설정 사유
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B사에 대한 대여금, 투자금 및 지급보증금액에 대해 회수하지
못하거나 대신 변제함으로써 향후 귀사의 손실로 반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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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ᱱ>
재무구조가 취약한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지속하여 회사
의 손실이 누적되는 등 계열회사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자회사
와의 자금대여 현황 및 자회사의 투자내역, 향후 경영개선계획
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60䪪#
<ᝁŁᕽʑᰍԕᬊ>
◦ 현재 귀사의 생산활동은 대부분 해외 현지공장을 통해 이루어
지고 국내공장은 필요시에만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 B사는 2008년중 매출원가
가 매출액을 초과하며 대규모 자본잠식상태에 처해 있으나, 대
손설정률은 2008년말 현재 2%, 2009년 1/4분기말 현재 3%에
불과한 바,
- 관계회사별로 귀사의 매출채권 및 대손설정 현황, 매출채권 회
수가능성을 기재하고 매출채권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귀
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귀사의 2008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귀사 총매출의 50%,
매출채권 잔액의 80%가 B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발생하였으
며, 2009년 1/4분기말 현재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비중이
높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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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및 영업에 있어 귀사와 (손)자회사와의 관계 및 (손)자
회사의 최근 영업 및 재무현황, 최근 3사업연도간 귀사와의 거
래내역과 귀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할 것
◦ 귀사의 (손)자회사는 매출액 대비 과다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보유재고자산이 수익실현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바,
- 각 (손)자회사별 재고자산 현황(금액, 총자산․유동자산․매출액 대
비 비율 등), 불량․노후재고 현황 및 관련손익에 관한 사항*,

과다한 재고자산을 보유하게 된 사유 및 관련위험** 등에 대해
기재할 것
*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기인식한 손실 및 향후 현상태가 지속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하게 될 금액
** 재고자산 불량․노후화가 귀사의 (손)자회사의 영업 및 재무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해 귀사의 매출채권 회수 및 지분법 손익 등 재무에 미칠 영향 등

<ᔍᱱ>
대규모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 (손)자회사에 대해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과도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 매출채권
에 대한 대손설정 및 해외 (손)자회사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
식은 미미하여 향후 재무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
외 (손)자회사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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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60䪫#
<ᝁŁᕽʑᰍԕᬊ>
◦ 기존사업을 물적분할하였으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법인의
조직현황에 구체적인 도표나 통계없이 개략적으로만 기재함
<ᱶᱶǍԕᬊ>
◦ 귀사가 신고서에 기재한 조직도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조직
현황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바,
-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사업부문별 인적자원(임원, 직원, 관리직,
생산직을 구분하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자회사의 사업부문별 인적자원(임원, 직원, 관리직, 생산직을 구분하
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귀사는 지주회사 체제로 독립적으로 실재 영위하고 있는 중요
한 영업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자회사들을 포함한 향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ᔍᱱ>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기존사업을 물적분할하였음에도, 분
할된 사실 이외에 분할된 회사의 조직구조 등에 대한 기재가
불충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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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ᙲ⌾㝳ⷚ# ⵣ㐖#
ヘ# ⡬# 70䪨#
<ᝁŁᕽʑᰍԕᬊ>
◦ 최대주주 갑에게 300억원을 대여하고, 갑의 개인차입금 120억원
을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
<ᱶᱶǍԕᬊ>
◦ 귀사 최대주주 갑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행위의 발생
경위(거래 사유, 지급보증 내역, 이사회 결의 여부, 자금사용내역 등),
손실발생 현황, 법률위반에 따른 제재가능성 등을 기재할 것
◦ 귀사에게 약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갑을 횡령․배임
등으로 고소하지 않은 사유(법률검토의견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귀사의 대여금 회수 계획에 따른 향후 회수 시기 및 회수가능
성, 갑에 대한 귀사의 고소 또는 소송제기 계획 등을 기재할 것
◦ 외부감사인은 2007년 감사보고서에서 귀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으며, 경영자의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자
금횡령 등의 부정사실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2008년에
도 동 행위가 지속된 사유를 기재할 것
* 2008년 외부감사인이 귀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거절한 사
실 및 거절 사유 등을 포함하여 기재할 것

- 최대주주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2007년 및 2008년에 귀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사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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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등을 기재할 것
<ᔍᱱ>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자금거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이해관계자와의 자금거래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
하였는 바, 동 거래의 발생경위, 사후관리, 내부통제 보완방안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70䪩#
<ᝁŁᕽʑᰍԕᬊ>
◦ 2006년 이후 회사 명의로 10건, 총 60억원의 약속어음(문방구어
음)을 발행하였다고 기재

<ᱶᱶǍԕᬊ>
◦ 회사가 은행도 어음이 아닌 문방구 어음을 사용한 사유를 기재
할 것
- 어음을 발행일자별로 정렬하고, 발행어음 건별로 발행인의 직
책, 이사회 개최여부, 현재 근무여부, 회사명의로 발행된 경위,
현재 소송진행 상태, 발행어음 회수여부 등을 기재할 것
◦ 대표이사가 여러번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문방구어음이 발
행된 사유를 기재하고, 문방구 발행어음 대장이 회사 장부로 관
리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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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재임시기별로 어음발행 절차 및 회사명판 및 인감을
누가 보관하였고,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인감의 임의사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재하고 인감 임의 사용자
및 방조자에 대하여 회사가 조치한 내용을 기재할 것
◦ 어음발행 당시 회사의 임직원이 어음발행 사실을 인지하였은지
여부를 기재하고, 현재의 경영진이 10건의 발행어음을 발견한
경위, 동 10건 이외에도 발행어음이 더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근거를 기재할 것
◦ 발행어음 10억원은 실제 인출이 되어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
하고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고 있는 바,
- 어음 발행자인 전 대표이사 갑에 대한 불법행위미수금인지, 아
니면 부당인출자인 을에 대한 불법행위미수금인지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 및 회계처리의 정당여부를 기재할 것
<ᔍᱱ>
문방구어음은 부외부채의 원인이 되고 횡령 및 배임으로 연
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음의 발행경위 및 현재의 소송진행 상
황,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제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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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70䪪#
<ᝁŁᕽʑᰍԕᬊ>
◦ 전 최대주주 등이 횡령(80억원) 및 배임(85억원) 행위를 하였고 검
찰 조사 완료 후 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자금 회수방법, 회수를 위하여 취한 법적 조치내역(가압류 등),
회수일정 등 회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귀사의 경영진에 의하여 횡령, 배임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
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등을 분석․기재하고, 회사의 경영지배
구조 투명화 또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ᔍᱱ>
회사내 횡령 및 배임 발생시 피해액에 대한 회수방안은 투자판
단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횡령 및 배임행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방
안 등을 추가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70䪫#
<ᝁŁᕽʑᰍԕᬊ>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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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ᱶᱶǍԕᬊ>
◦ 귀사의 외부감사인은 2008년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에
서 내부회계관리의 취약점을 지적한 바,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내용 >
1. 회사가 자금대여 및 신규사업 투자결정과 관련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2. 어음의 기록미비 등 자금의 유용 및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발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음의 지급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절차를 실시할 수 없
었습니다.
3.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문서화가 충분하지 아니하
거나 부적절하여 그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본 감사인은 내
부관리회계제도 검토보고서에서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 첫번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자금 대
여내역(지적당한 내역은 제외하되 현재 회수완료된 자금은 포함하여 기
재), 각 대여내역별 대여경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귀사가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조치
내역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 및 그 이유를 대여내역별로 구분하여 기재)

또한 신규사업 투자결정 내역, 각 신규사업별 투자경위 및 내부
관리회계제도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귀사가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조치내역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 및 그 이유를
투자결정별로 구분하여 기재)

- 두번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자금의 유용 및 부적절한 회계처
리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어음발행 절차와
관련하여 취한 내부통제절차가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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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
에 대하여 문서화 등의 관련 조치 이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할 것
<ᔍᱱ>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상장회
사 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내
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그 적정성
을 평가받아야 함
• 동 사는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감사
인이 적시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진행현황을 상세하게 기재할 필
요가 있음

ヘ# ⡬# 70䪬
<ᝁŁᕽʑᰍԕᬊ>
◦ B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2차례 연체가 발생했
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에 대해 추가 자금을 대여
<ᱶᱶǍԕᬊ>
◦ 귀사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자로 참여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에 대한 대여금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추가 대여해 준 경위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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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요구 과정에서 B사의 대표이사가 과거 제3자 배정에서 주주로 참여한 사
실이 발견됨

◦ 귀사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이 사업보고서상 ｢이
사회의 주요활동내역｣에 누락된 사유를 기재할 것
◦ 귀사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는 바, 감사로
서 대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행한 감사업무를 기재할 것
<ᔍᱱ>
자금 대여처가 지속적으로 연체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자금대여
를 하고 있어 동 회사와 타법인(최대주주, 대표이사 및 임원 포함)
의 관계 및 이면약정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70䪭#
<ᝁŁᕽʑᰍԕᬊ>
◦ 대표이사 갑에게 총 24억원을 대여(단기대여금 17억원 계상)한 것
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귀사 및 동 대표이사를 舊 증권거래
법 제191조의19제1항 규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고발) 조
치한 바 있음
◦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최대주주 변경사실에 대한 공시불이행,
계열회사인 A사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 공시불이행, 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등 舊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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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ᱶᱶǍԕᬊ>
◦ 단기대여금 관련 부분에 상기 금융위원회의 조치내용, 검찰수사
또는 공판결과 등을 확인․기재하고, 동 대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계획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관련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받은 이후 결과를 상세히 기재할 것
<ᔍᱱ>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법령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70䪮#
<ᝁŁᕽʑᰍԕᬊ>
◦ 2007년중 소액공모한 전환사채의 미전환분 20억원에 대해 전환
권이 행사되었음에도 아직 신주가 교부되지 않음
<ᱶᱶǍԕᬊ>
◦ 채권자들의 전환권 행사가 정당하고 이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전환권행사에 따른 신주교부 및 상장 절차를 이
행하고 관련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할 것
◦ 전환권 행사 관련 신주 미교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 동 사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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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ᱱ>
전환권 행사로 신주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보이고
신주교부시에는 주가희석화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주 미교부 사유 및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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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ኂ❋Ꮾ⮃# ⸲❋# ᆾᡣ⛯
ヘ# ⡬# 80䪨#
<ᝁŁᕽʑᰍԕᬊ>
◦ 2008년 감사보고서상 계속되는 영업부진, 낮은 유동성비율, 과
도한 차입금 규모 등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
<ᱶᱶǍԕᬊ>
◦ 귀사의 외부감사인은 2008년 반기감사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사
유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여 귀사는 이
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했으나,
- 2008년 결산시 유동비율은 더욱 악화되고 단기차입금의 규모도
100억원이 넘는 등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
- 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
기한 사유 및 귀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하고, 그 동안의 대책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 향후 계획 및 대
책과 관련 위험에 대해 추가로 기재할 것
<ᔍᱱ>
기업의 존속위험이 제기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실패에 따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의 판단근거와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개선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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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80䪩#
<ᝁŁᕽʑᰍԕᬊ>
◦ 감사보고서상 2006년 이후 매출총손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2006년 290억원, 2007년 200억원, 2008년 75억원으로
급감
<ᱶᱶǍԕᬊ>
◦ 귀사는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손실 및 매출총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상회하는 사유, 매출총손실이 발생
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을 지속하는 사유 등을 기재할 것
◦ 귀사는 매출채권 270억원에 대하여 23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
정하고 있는 바,
매출채권의 세부내역(발생시기, 거래상대방, 거래상대방과 귀사 또는
귀사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및 설정사유), 2008년

중 대손충당금 설정액 급증 사유, 회사의 회수노력, 향후 회수
가능성 등을 기재할 것
◦ 귀사의 단기대여금, 지분법투자주식 등의 자산에 대하여 향후
추가 손실 발생가능성, 추가손실 발생에 따른 귀사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및 관련 위험사항을 기재할 것
<ᔍᱱ>
지속적인 적자 발생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지속 가능성에 의
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영업내용 및 경영개
선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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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80䪪#
<ᝁŁᕽʑᰍԕᬊ>
◦ 계속기업 불확실성 해소방안으로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자와 채무재조정 및 출자전환을 합의하였다고 기재
<ᱶᱶǍԕᬊ>
◦ 출자전환으로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부 소멸되는 것인
지, 출자전환 이후에도 잔존 채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귀사와
채권자간의 권리․의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
◦ 귀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기재하고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ᔍᱱ>
계속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긴급히 채무재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계약조건을 명확히 합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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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ⳓⷨʑ┡᭥⨹
QG ㇠㛹㠸䜌SG 䟀㇠㠸䜌G 㞬㢌G 㠸䜌㟈㋀⦐G 㫑ỀG ⵐ䚽㦤ᶨG ☥㡰⦐G ⵐ㈑䚌⏈G
㠸䜌

41# ⺺ᆾ# 㴪⛛㰒
ヘ# ⡬# 40䪨#
<ᝁŁᕽʑᰍԕᬊ>
◦ 주주배정 공모가액이 300억원으로 자본금 30억원 대비 1,000%
증자하겠다고 기재
<ᱶᱶǍԕᬊ>
◦ 증자 후 주식 희석화가 예상됨에도 시가로 증자를 추진하고 있
어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바, 귀 사가 가지고 있
는 실권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기재할 것
◦ 현 최대주주는 지분율만큼 참여할 계획이라고 기재한 바, 증자
금액(20억원)의 구체적인 마련 방법을 기재할 것
<ᔍᱱ>
대규모 주주배정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증자 참여주주의 자금
부담에 따른 미청약 가능성,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등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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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ⵣ㦎⽾# Ɱᷢ#
ヘ# ⡬# 50䪨#
<ᝁŁᕽʑᰍԕᬊ>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전년도 매출액 7억원), 최근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상손실이 발생하
여 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
<ᱶᱶǍԕᬊ>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포함하여 동 사실을 굵은 글씨로
상세히 기재할 것
◦ 귀사의 금년도 1분기 매출액이 3백만원에 불과하고, 전 대표이
사 횡령금 49억원 전액을 대손 처리할 경우,
- 2사업연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또는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상손실 3사업연도 연속 발생으로 상장폐지될 가능
성이 높은 바, 동 사실을 굵은 글씨로 상세히 기재할 것
<ᔍᱱ>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시 유동성(환금성) 제약으로 투자
자의 투자금 회수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위험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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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50䪩#
<ᝁŁᕽʑᰍԕᬊ>
◦ 검찰이 귀사의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갑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
<ᱶᱶǍԕᬊ>
◦ 횡령액이 귀사의 자본보다 많을 경우 귀사는 완전자본잠식이
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포함될 개연성이
있는 바, 이에 관한 위험을 기재할 것
-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갑의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확정되면 동 사실과 횡령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ᔍ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 경우 동 사실과 이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재무적 영향, 경영진 변동 위험, 실질심사 등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 포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60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사례집

䖟1# 㐂᩺㏊# ⴞ㌛✛㑳#
41# ⵎᏆ# ♪Ⱨⴖ# ᇛኾ⛯
ヘ# ⡬# 40䪨#
<ᝁŁᕽʑᰍԕᬊ>
◦ 공모자금을 국내 사무기기 제작업체인 A사로부터 기계장비를
2회차에 걸쳐 매입하고 일부를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의
입찰에 참여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는 증자대금으로 사무기기 장비를 매입할 예정이나 신고서
에는 2차 매입과 관련한 매입규모, 품목, 매입가액, 매입진행현
황 등이 누락되어 있는 바,
- 동 매입계약의 진행현황과 매출가능성을 기재하고 납품시기,
수량, 조건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매입자금을
조달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사무기기 장비 거래처와 귀사의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인 바,
2009년 현재 동 거래처와의 관계와 거래처 선정사유, 매입 및
매출계약 내역과 타사의 시장거래조건과의 비교 등에 대해 구
체적으로 기재할 것
◦ 귀사는 공모자금 중 20억원을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의
입찰에 참여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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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매기일의 결과 및 이후의 경매일정 등이 누락되어 있으
므로 최근 진행현황에 대해 기재할 것
◦ 귀사는 2009년 반기 회계감사시 현금시재 대부분을 사무기기
장비 1차 매입건의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관련 입금내역 및
거래증빙을 회계법인 측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금번 신고서에서는 관련 대금 중 일부가 이미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공모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할 계
획이라고 기재한 사유와 향후 자금사용계획에 대해 구체적으
로 기재할 것
◦ 귀사는 경영개선계획에서 강도 높은 경비 절감 및 인원구조조
정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용목적에서는 신규 영
업인력의 채용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 귀사의 전반적인 경영계획과 자금사용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
인과 향후 회사의 경영전략 및 자금사용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할 것
<ᔍᱱ>
신고서에 기재한 자금사용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
용하는 경우 투자자가 공모에 참여할 당시에 기대한 것과 달리
기업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고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황 전반
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계
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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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40䪩#
<ᝁŁᕽʑᰍԕᬊ>
◦ 금번 공모자금의 대부분을 계열사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본금
출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독립법인인 계열사들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을 귀사가 출
자의 형식으로 조달하는 이유,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귀사의
재무상황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기재할 것
◦ 출자대상 계열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사업의 진행
상황*, 매출발생구조, 현재 및 향후 귀사와의 사업상 역할배
분․수익배분구조 및 이와 관련한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
재할 것
* 사업 영위에 필요한 인력․기술․설비․자금조달능력 등의 보유 현황 및 확보
계획을 포함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재할 것.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진행
되고 있는 계약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할 것

<ᔍᱱ>
공모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하는 경우 회사가 투자를 결정한 사
유, 공모 자금의 구체적 용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 관련 위
험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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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40䪪#
<ᝁŁᕽʑᰍԕᬊ>
◦ 공모자금의 일부는 기발행된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하
고 일부는 신규 추진사업의 원재료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가 앞으로 4년이나 남았음에도
조기상환을 이행하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원재료 구매처와의 구매계약의 확정여부, 구매계약기간, 구매주
체, 계약해지 발생시 발생할 문제점, 구매처 선택경위, 구매수량
결정 방법, 시장의 평가 및 인지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ᔍᱱ>
•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항목은 사용목적별로 구체적인 인과관
계 및 배경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
•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옵션이 행사된 사유 및
신규사업을 위한 원재료 구매목적이 불분명하므로 기재사항
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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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40䪫#
<ᝁŁᕽʑᰍԕᬊ>
◦ 조달한 자금을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업, 지하철 영상 사
업 및 전단지 배포시스템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업 및 지하철 영상 사업과 관련하
여 사업개요, 추진 배경, 추진에 필요한 절차, 귀사(컨소시엄)의
역량, 귀사의 구체적인 역할(투자 의무금액 및 조달계획 포함) 등을
기재하고 컨소시엄의 수익성 및 귀사의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업은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되어 있어 향후 본 계약이 필요하며, 지하철 영상 사업은 아직
입찰 등록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로 사용여부에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바,
-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자금사용 계획을
기재할 것
◦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이어서 모집금액이 예정금액에 미치
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비한 자금사용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업 중 부대공사비로 총 12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이번 증자자금으로 27억원을 사용하고 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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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사 유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지하
철 영상사업에도 15억원의 회사 유보자금을 사용할 예정임을 기재),

- 귀사는 지속적인 손실로 현재 자본잠식상태이며, 3월말 현재
현금이 1.3억원, 자산이 166억원 수준으로 회사 유보자금이 충
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세부적인 자금소요 현황 및 자
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ᔍᱱ>
• 자금사용 목적 기재시 회사의 사업계획, 자금조달 규모 및
방법, 우선집행순위 등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
도 동사는 사내 유보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공모자금과 유보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기재하는 등 자금사용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관련 내용을 보완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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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ⵎᏆ# ♪Ⱨኂ㱋ⴖ# ጪ㉲⛯
ヘ# ⡬# 50䪨#
<ᝁŁᕽʑᰍԕᬊ>
◦ 증자자금 600억원을 의약물 치료센터 및 상담센터의 구축 등
시설자금으로 200억원, 차입금 상환 160억원, 운영자금 200억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는 2008년중 유상증자시의 자금사용목적에서도 ‘의약물 치
료센터 구축’으로 15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기재하였는 바,
- 당해자금 150억원으로 동 치료센터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진
행되었는지 공정의 정도를 기재하고 이번 유상증자 자금으로 구
축할 치료센터와 현재 공사중인 치료센터와의 관계를 기재할 것
◦ 치료제의 판매허가(상용화)도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상담센터를
구축하는 사유를 기재할 것
- 현 시점에서 치료센터를 구축하다 설립허가가 나지 않거나 지
연되는 경우에 귀사에 발생가능한 위험을 기재하되, 판매허가
를 확신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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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ᱱ>
종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자금사용목적으로 기재되
어 있어 상호관계를 확인 기재할 필요가 있고, 제품 상용화 전
에 대규모의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위험사항에 대
하여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할 필요가 있음

ヘ# ⡬# 50䪩#
<ᝁŁᕽʑᰍԕᬊ>
◦ 금번 공모자금을 원재료 매입 조달에 50억원, 외상매입금 및 미
지급비용 상환에 10억원, 판매관리비로 3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
라고 기재
<ᱶᱶǍԕᬊ>
◦ 매출채권 회수시 유입되는 자금으로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비용
등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 5개월에 걸쳐 공모자금을 투입해야하
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ᔍᱱ>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음
에도 주식공모를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를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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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50䪪#
<ᝁŁᕽʑᰍԕᬊ>
◦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할 것으로 기재
<ᱶᱶǍԕᬊ>
◦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투자배경, 투자효과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고 귀사의 향후 사업계획과 귀사가 투자할 비용, 진입장
벽․정부규제에 대한 위험 등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예상되
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현재 귀사의 주가가 발행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
고 일반공모 방식으로 모집금액이 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할 가
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비한 자금 사용의 우선순위 및 부족한
자금의 향후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ᔍᱱ>
•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일상적인 영업활동이 아
니라 신규사업 투자에 사용하려는 경우 투자배경, 투자계획
및 동 투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 등을 상세하게 기재
하여야 하며,
• 모집액이 예정액보다 미달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집행 우
선순위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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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50䪫#
<ᝁŁᕽʑᰍԕᬊ>
◦ 조달된 자금을 장기간(4년)에 걸쳐 지분투자, 운영자금 및 차입
금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목적을 미확정인 상
태로서 미래 사용예정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300억원 중 약
103억원의 사용목적이 미확정 상태이며 자금사용 시기는 최장
4년에 이르는 바, 미확정 상태의 자금을 조기 조달하는 이유와
각 사용처별 진행 상태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
를 제시할 것
◦ 사용시기까지의 운영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용계획 및 산
출근거 등을 기재할 것
<ᔍᱱ>
투자자들이 공모자금의 사용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금사용 목적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일정, 사용금액, 산출근거
등을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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䖠1# ᩪ# ⢈㉂# 㺞㐂㐂⥦䊪◮# ㍶䇊㉞# 䆶㌆䇎# ⴞ䇟
+㒎5⧲# ⢎䇻㏪㉂# ᥲ䇎# ⴞ䇟# ᥲ⒚,
41# Ꮾ⸲# ኳ⢚♪㬫ⴖ# ⾂㭇ቻኺ
ヘ# ⡬# 40䪨#
<ᝁŁᕽʑᰍԕᬊ>
◦ 2008년중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자산양수도신고서에 “B사의
주식 100만주를 제3자에게 5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음”이라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는 현재까지 해당 공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관련
증권신고서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감사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그 경위를 기재할 것
<ᔍᱱ>
기존 공시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명
이 있어야 금번에 제출한 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확
보될 수 있으며, 과거 공시사항이 허위기재로 확인될 경우 공
시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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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40䪩#
<ᝁŁᕽʑᰍԕᬊ>
◦ B사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귀사의 대
표이사 갑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중
매매를 사유로 주식인도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공시
<ᱶᱶǍԕᬊ>
◦ 귀사의 대표이사와 B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진행경
과, 계약이 파기된 사유, 현재 귀사와 B사와의 관계, 동 계약에
따른 경영권분쟁 발생 가능성, 계약체결 당시 동 건을 공시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할 것
◦ 이와 관련하여 을을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C회계법인의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바,
- 지배인 선임 및 회계법인 실사를 진행한 사유, 회계법인 실사
내용, 향후 귀사 경영권의 변동가능성 등을 기재할 것
<ᔍᱱ>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 등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
행경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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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40䪪#
<ᝁŁᕽʑᰍԕᬊ>
◦ 공정공시를 통해 자회사 B사가 국내 대기업과 향후 8개월간
700억원 상당의 계약을 하였다고 기재
<ᱶᱶǍԕᬊ>
◦ 계약의 법적 성격 및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실제 발
생한 매출 및 수익에 대해 기재할 것
◦ 동 계약의 세부내역(계약중도 해지시 위약금 발생, 수수료 지급조건
등 포함)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동 계약의 효과(향후 예상되
는 매출 및 손익 등 포함)에 대하여 기재할 것

<ᔍᱱ>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은 회사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항
이므로 당해 공시 발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사업진행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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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40䪫#
<ᝁŁᕽʑᰍԕᬊ>
◦ 2007년중 공시한 B사와의 공급계약(100억원)에 대해 정정공시를
통해 2008년말까지 공급금액이 3억원이라고 공시하였고, 로봇산
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C사와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하고 주식 인수를 추진한다고 공시하였으나 신고서 제출일 현
재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기재
◦ 공시내용 변동사항 미신고, 신규시설투자 지연공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허위공시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ᱶᱶǍԕᬊ>
◦ 2007년 공시 당시 공급계약이 100억원임에도 3억원만 공급하게
된 이유를 명시하고 공급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 상대방인 B사
와 C사의 구체적인 회사현황*을 기재할 것
* 대표자, 설립일, 최대주주, 임원, 사업내용, 최근 2년간 재무․손익상황

◦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위에 대해 관련 공시별로 자세
히 기재할 것

<ᔍᱱ>
대규모 공급계약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계약이행이 부진
한 사유, 거래상대 회사의 현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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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40䪬#
<ᝁŁᕽʑᰍԕᬊ>
◦ 최근 6개월간 주주배정 등을 통해 총 4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주주수는 최근 3개월간 4명에서 337명으로 증가
하였다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가 실시한 제3자배정 증자현황 및 사유, 주주가 3개월만에
대폭 증가한 사유를 기재할 것
◦ 귀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갑(특수관계인 포함)이 동 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변동 내역 및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기재할 것
<ᔍᱱ>
비상장회사가 수차례의 증자를 통해 주주수가 단기간에 급격하
게 증가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자본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증자 사유, 주주수 증가의 원인 등 구체적인 증자현황을 기
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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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Ɱ⇚㈂
ヘ# ⡬# 50䪨#
<ᝁŁᕽʑᰍԕᬊ>
◦ 보유하고 있는 B주식에 대하여 갑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갑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무근이
라고 기재
<ᱶᱶǍԕᬊ>
◦ 갑은 ｢주주권확인, 주식명의개서 및 주권인도 청구소송｣ 을 법
원에 제출하였고
- 동 소장에서 B사 주식에 대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을에게 지
급하였고 입금증 등 증빙서류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동 사건의 개요, 상세내역, 소송 진행상황 및 향후 귀사의 구체
적인 대응계획에 대해 기재할 것
<ᔍᱱ>
회사의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의 소 제기 내용, 소송사건 진행경과, 회사의 향후 대응계획
등을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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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50䪩#
<ᝁŁᕽʑᰍԕᬊ>
◦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8건이 제
기된 바, 신고서 제출일 현재 3건은 합의하고 5건은 진행중이라
고 기재
<ᱶᱶǍԕᬊ>
◦ 소액주주와의 합의금으로 지급한 10억원이 귀사의 유상증자 대
금으로 다시 납입되면서, 합의서상에 “소송당사자가 지급받은
주식의 처분액(또는 보유액)이 주가변동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현저히 하락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별도 합
의를 통해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을 논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
는 바,
- 합의 내용 및 배경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합의서는 별도로
제시할 것
◦ 진행중인 소송 총 5건, 소송가액 5억원의 승소가능성 및 비용증
가 위험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할 것
<ᔍᱱ>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승소가능성에 따라 회사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소송진행 및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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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50䪪#
<ᝁŁᕽʑᰍԕᬊ>
◦ B사의 은행 대출계약에 지급보증(부동산담보제공)을 하였다고 기재
<ᱶᱶǍԕᬊ>
◦ 귀사는 담보부동산에 이미 1순위 채권자(A은행)가 설정되어 있
어 동 채무를 2008년말까지 상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였는데,
- 실제로 동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 상환하지 않았다면 현재
진행상황(지급보증계약 수정사항 등)을 기재할 것
◦ 귀사는 B사가 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해외에 골프컨트리클럽을
건설하고 회원권을 분양한다고 기재하였는 바,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골프컨트리클럽 완성 여부, 회원권 분
양 현황, 귀사에 귀속된 이익금 내역을 기재하고
- 아직 골프컨트리클럽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향후 건설․운영 계
획, 지급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하여 기재할 것
<ᔍᱱ>
사업 실현가능성이 낮은 타법인에 대하여 채무 지급보증을 제
공하고 있는 바, 지급보증 진행현황 및 타법인의 사업위험을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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ヘ# ⡬# 50䪫#
<ᝁŁᕽʑᰍԕᬊ>
◦ 과거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추진했던 2번의 제3자 배정 유상증
자가 납입은행에 대한 압류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기재
<ᱶᱶǍԕᬊ>
◦ 압류가 일어나게 된 배경 및 사유, 현재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압류 채권자, 압류일자, 압류대상 채권의 내용(금액, 발생일, 만기일, 사용내역
등 포함), 현재 상황, 상환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할 것

- 또한 금번 진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무산될 가
능성, 이로 인한 위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기재할 것
<ᔍᱱ>
우발채무는 회사 재무제표의 본문에 부채로 계상되지는 않지만
상황 변동에 따라 회사의 부채 상환의무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회사의 추가적인 채무부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모 진행 당시의 우발채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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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ኺሮ# ኳⵎᏆⴖ# ♪Ⱨᙲ⮫
ヘ# ⡬# 60䪨#
<ᝁŁᕽʑᰍԕᬊ>
◦ 2007년 유상증자시 증권신고서상 자금 사용목적에는 알루미늄
사업을 위한 원재료 조달 및 설비투자라고 기재하였으나, 대부
분의 자금을 B사의 주식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동사에 단기대
여함
<ᱶᱶǍԕᬊ>
◦ 알루미늄 사업을 위한 원재료 조달 및 설비투자 등이 무산되었
는 바, 향후 동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을 기재하고, 자금 사
용목적 변경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동 단기대여금과 전 대표이사 갑에 대한 단기대여금 5억원과의
관계 및 기타 구체적인 단기대여 내역을 기재할 것
◦ 또한, 2007년 일반공모 및 사모사채 발행 등 3회에 걸쳐 총 210
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는 바, 동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기재할 것
<ᔍᱱ>
과거 공모자금 조달시 자금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달리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새로운 증권 모집시에도 자금의 용도외 사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
록 신고서 기재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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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Ꮾ㙾# ⵎẊⵏ⛯# ኾᷦ
□ 자료작성 기준일 미준수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정기보고서와 그 기
재항목은 동일하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이므로 동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귀사는 2009. 3/4분기 이후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는
등 회사 내 주요사항에 큰 변동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제2부의 내용을 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
작성할 것
◦ 2008. 3/4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의 재무에 관
한 사항을 기재한 바,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2008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
준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2008 사업연도 재무제표
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것
◦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의 진행
상황 등,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우발부채 등을 최근 기준으로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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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료간 불일치 및 누락 등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작성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과 자료가 일치하도록 일관성을 갖춰야
하며, 서식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
성할 필요
◦ 자본금 변동 상황 기재오류, 주주의 분포 기재오류, 본문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요약정보 내용(신주인수권 매매, 증자비율 등) 등 신
고서 전반의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기재하고, 첨부된 일부발췌
정관을 정관 전문으로 첨부 정정할 것
◦ 2008년 중 이사회에서 지배인을 3회에 걸쳐 선임하였는 바, 각
각 상근․등기여부, 성명, 생년월일, 약력, 담당업무(권한․책임
등), 소유주식수, 임기, 회사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1. 임

원의 현황’ [표] 아래에 기재할 것
◦ ‘Ⅰ. 회사의 개요’ 중 ‘2. 회사의 연혁’과 관련하여 2009년 중 3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으로 기재하였는 바,
대표이사의 빈번한 변동 사유, 동 대표이사들의 약력, 귀사 경
영에 대한 전문성 보유 여부 및 법규위반 여부(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을 기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중 ‘2. 직원의 현황’, ‘3. 노동
조합의 현황’, 및 ‘4. 회계 및 공시 전문인력 보유현황’이 누락되
었는 바, 동 내용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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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ఞճ 

⽛ፊ⢞ኞ⛚⮎# ᢾ㬚# ⷓⷓⱒጪ# ኾᷦ≓#
ୀ࣭ਏୋրׁଜറୀડւ࣑ࠔ
୪ ࡦு ࠻ ۀށౢଭ ճ ①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
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
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
(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
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
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
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
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
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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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규모․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
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୪ ճଭตߚࢳਏ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

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
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
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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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
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୪ ୨୨ճছ ①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
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
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
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
(이하 이 장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
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
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
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예정금액은 정정
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୪ ฎଭ౿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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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인수
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
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4.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5.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의한 증권의 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제1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