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영문명)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Co. Ltd.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Tower 1 13층
(전

화)

1577-1640

대 표 이 사 :

김 미 섭, 서 유 석

담 당 임 원 :

(직

책) 본부장

(성

명) 임 덕 진

(직

책) 매니저

(성

명) 안 세 원

작

성

자 :

제 출 이 유 :

(전

화) 02-3774-5906

(전

화) 02-3774-663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제8-1-2호)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채무자

Global X Management Company, Inc.

회사와의 관계

채무보증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MAGI”)는 홍콩에 소재하는 역외금융회사인 Mirae
Asset Global ETFs Holdings Ltd. (이하
“MAGE”)의 지분 97.08% (의결권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MAGE는 그 자회사로서 미국에
소재하는 Global X Management Company, Inc.
(이하 “INC”)의 지분율 85.46% (의결권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NC는 그 자회사로서 미국에
소재하는 Global X Management Company LLC
(이하 “LLC“)의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

Daiwa Securities Group. Inc.

3.

채무(차입)금액(원)

1.

-

채무보증금액 (원)
자기자본(원)
4.

채무보증 내역

자기자본대비(%)

약 8.3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사항 없음
보증 수혜자(INC)의 보증채권자(Daiwa Securities
Group. Inc., 이하 “DSGI“)에 대한 채무가 전부
변제될 때까지. (교환채권 만기일인 2025.1.31.
이내로 예상)
최대 총 USD 120 million (2019.12.19. 환율 기준
약 KRW 139,920,000,000; 지연이자, 기타
채무잔액 별도)

채무보증기간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USD 120 million 차입
(2019.12.19. 환율 기준 약 KRW 139,920,000,000)
보증수혜자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 USD 120
million (2019.12.19. 환율 기준 약 KRW
139,920,000,000)
1,677,720,633,183원
(2019.11.14. 3분기 분기보고서 별도제무제표 기준)

2019년 12월 19일
참석(명)

4

불참(명)

-

명

사외이사참석여부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명

참석
1. 거래관계
(교환채권)채무자:
(교환채권)채권자:
(채무보증)수혜자:
(채무보증)채무자:
(채무보증)채권자:

INC
DSGI
INC
MAGI
DSGI

2.보증대상거래의 개요
MAGI의 손회사인 INC는 DSGI와의 전략적 협업을
위해 교환사채 (Exchangeable Note, 이하 ”EN”)를

발행하여 DSGI와의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MAGI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보증계약을 DSGI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INC가
발행 예정인 EN는 5년 만기 시 LLC 지분을 교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DSGI에게 부여합니다. EN
소유자의 교환 행사는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기에
DSGI는 약정한 기간 안에 INC에게 행사 포기의사를
합의된 기간 내 INC에 통보하여 원(리)금을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보증내용
MAGI는 INC가 DSGI의 EN 행사 권리를 보장할 것,
또는 행사 포기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보증하며 INC가 DSG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시, MAGI는 INC를 대신하여 DSG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보증합니다. (단, 이
보증계약의 체결은 DSGI와 INC가 EN 발행계약을
최종 체결한다는 선결 조건 하에 진행될 예정임)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Global X
Management
Company, Inc.

관계

손회사

채무보증잔액(원)

채무보증기간

최대 총 USD 120
million (2019.12.19.
환율 기준 약 KRW
139,920,000,000;
지연이자, 기타
채무잔액 별도)

보증 수혜자(INC)의 보증채권
자(DSGI)에 대한 채무가 전부
변제될 때까지. (교환채권 만
기일인 2025.1.31. 이내로 예
상)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