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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02  월  15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영문명)  RHINOS Asse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http://www.rhinos.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CCMM빌딩 709A호) 

     (전   화)  02-6710-7265

대 표 이 사 :  전 명 호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

(성  명) 김한석 (전  화) 02-6710-7202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김지은 (전  화) 02-6710-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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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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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7호)

최대주주 변경

1. 변경내용

변경전

최대주주명 (주)위드인베스트먼트

소유주식수(주) 900,000주

소유비율(%) 63.38%

변경후

최대주주명 (주)위드인베스트먼트

소유주식수(주) 960,000주

소유비율(%) 67.61%

2. 변경사유 주식양수를 통한 지분율 증가

3. 지분인수목적

- 인수자금 조달방법 보유자금

- 인수후 임원 선․해임 계획 없음

4. 변경일자 2019년 2월 11일

5. 변경확인일자 2019년 2월 11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변경 후 최대주주 관련사항

회사명 (주)위드인베스트먼트

설립일 2011년 6월

대표이사 신재척

주요

재무제표

(18.12.31기준)

자산총액 42,042백만원

부채총액 12,214백만원

자본총액 29,828백만원

자본금 7,000백만원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주)위드인베스

트먼트
최대주주 900,000 63.38% 960,000 67.61% -

(주)에이블파트

너스
주요주주 234,000 16.48% 174,000 12.25% -

<기재상의 주의>

주1) 최대주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주2) “최대주주명”란에는 최대주주 본인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수를 기재한다.

주3) “소유주식수”는 변경전․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수를 각각



기재한다. 이 경우 「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및 당

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기주식 포함)은 소유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4) “소유비율”은 변경전․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소유주식수가 당해 회

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주5)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종전 2대주주등이 추가적인 지분

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3. 인수목적(인수자금 조달방법, 인수후

임원 선․해임 계획 포함)”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련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주6)【세부변경내역】은 변경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변경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변동내역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7) “관계”는 변경전 최대주주,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변경후 최대주주 또

는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변경전․후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최대주주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기재

한다.

예시)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

주8) 변경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당해

최대주주의 재무상태(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등) 기타 변경후 최대주주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다.

주9) 상기사항 외의 최대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

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