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보고서 표지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변경 공시)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공시합니다. 본 변경 공시는 2019년 10월 14일 공시한 맥쿼리자산운용(주)의 맥쿼리
오퍼튜니티즈운용(유) 흡수 합병 결정 건과 관련하여 합병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추가 정
보를 포함한 공시입니다.

2020년 03월 02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영문명) Macquarie Korea Asse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http://macquarie.com/mkif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한화빌딩 9층 

     (전   화) 02-3705-8565 

대 표 이 사 : 김용환, 서범식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 

(성  명) 이대성 (전  화) 02-3705-4950 

작   성   자 : (직  책) 부장 

(성  명) 안선경 (전  화) 02-3705-8562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1. 합병방법
맥쿼리자산운용(주)(“MKAM”)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유)(“MKOM”)를 흡수합병

 - 합병형태 흡수합병

2. 합병목적
업무 지원 인력 및 시스템의 통합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 기대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업무 지원 인력 및 시스템의 통합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 기대 

4. 합병비율 MKAM : MKOM = 1:1.8738528 

5. 합병비율 산출근거

2019년 6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KPMG삼정 

회계법인에 의해 평가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

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KPMG 삼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9년 8월

외부평가 의견

2019년 6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KPMG삼정 

회계법인에 의해 평가됨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230,483주

기타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유)

주요사업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0,898,862

,207원
자본금

615,000,00

0원

부채총계
20,531,207

,096원
매출액

52,172,559,

128원

자본총계
30,367,655

,111원
당기순이익

27,256,395,

680원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일회계법

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해당사항 없음)

회사명

해당 없음

설립시 재무내용(원)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9년 10월 25일

주주확정기준일 해당 없음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해당 없음

종료일

합병반대 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9년 10월 11일

종료일 2019년 10월 24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19년 10월 25일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10월 26일

종료일 2019년 11월 14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해당 없음
종료일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해당 없음 (미상장)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9년 10월 28일

종료일 2019년 11월 28일

합병기일 2020년 3월 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0년 3월 2일

합병등기일자 2020년 3월 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20년 3월 2일

11. 주식매수청구권에 관

한 사항

행사요건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매수예정가격

제2종 우선주: 7,210원

보통주 및 제1종 우선주: 보통주 및 제1종 

우선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주 전원 동의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

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2020년 1월 14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해당 없음

계약에 미치는 효력 해당 없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0월 1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해당사항 없음

불참(명)

 - 감사 참석여부 참석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없음.

※ 관련공시
2019년 10월 14일 주요경영상황 공시 (합병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