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5-2-1호)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AIAIF

(룩셈부르크) 대표이사 Cheong Pho 
kin 외 5명

자본금(원) 2,727,306,618
,325원 회사와 관계  특수관계인

발행주식총수(주) 190,137,665 주요사업 집합투자 
증권 운용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167,672 
취득금액(원) 1,897,714,441원
자기자본(원) 1,822,020,334,464원

자기자본대비(%) 0.1%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167,672
지분비율(%) 0.09%

4. 취득방법 초기투자자금 및 변액보험 계약자 납입 보험료
5. 취득목적 변액보험자산의 투자
6. 취득예정일자 2021년 7월 5일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6월 16일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명 (전원 참석)

불참(명) 0명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3명 (전원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금액은 AIA Life Insurance Co. Ltd의 
변액보험 자산을 AIA Investment Fund 의 SICAV 
펀드에 투자한 금액임.

 ※ 2021년 6월 16일 제3차 정기 이사회에서 대주
주 발행 주식 취득 승인함 (한도 4,375억4천만원, 
2023년까지)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전년도 1,455,844 18,297 1,437,547 1,437,547 734,061 38,935

전전년도 567,951 3,488 564,464 564,464 540,027 1,507

<기재상의 주의> 
주1)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단, 자기자본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이상의 타법인 발행 주
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신탁업법에 의한 신탁계약(당해 법인이 운용
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간접투자기구(당해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취득을 포함)]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그 누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단, 자기자본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단, 자기자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상 변동되는 때) 신고한다. 단, 
금융기관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를 
포함)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본 신고서식에 따른 신고일 이전 1년간에 있었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
권 취득의 누계금액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한다.

주2) “회사와 관계”란은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기타 등을 기재한다.

주3) “취득금액”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제 취득가액을 기재한다.

주4) “취득방법”은 현금취득,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에 의한 취득,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사모간접투자기구를 통한 취득 등 해당취득방법을 기재한
다.

주5)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
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한다.

주6) 상기 기재사항 외의 타 법인출자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해당여부
를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