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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21년 03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1년 03월 11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2021년 03월 12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2021년 03월 12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29일

분할기일

2021년 07월 01일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1)

2021년 07월 01일

분할등기예정일(*2)

2021년 07월 07일

(*1)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은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하였습니다. (홈
페이지 주소 : http://www.sjku.co.kr)
(*2) 상기 내용 중 분할등기예정일은 등기완료예정일이며, 분할등기 신청은 2021년 07월
02일 진행되었습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해당사항 없
습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해당사항 없
습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되는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요
구되지 않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은 제
기된 바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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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되었습니다.

Ⅶ. [합병등]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과
자

목

분할전

분할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산

Ⅰ.유동자산

326,424,950,368

317,213,837,365

9,211,113,003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42,007,195,096

41,997,195,096

10,000,000

2. 단기금융상품

10,940,249,400

10,940,249,400

-

3. 매출채권

171,194,436,866

170,968,759,238

225,677,628

4. 기타채권

35,082,318,857

26,273,268,869

8,809,049,988

763,830,842

763,830,842

-

6. 기타금융자산

19,491,743,700

19,491,743,700

-

7. 재고자산

41,264,633,380

41,264,633,380

-

8. 기타자산

5,680,542,227

5,514,156,840

166,385,387

331,776,862,885

335,540,629,204

5,341,579,203

24,616,500,000

24,616,500,000

-

9,532,672,234

9,387,304,234

145,368,000

20,902,141,721

20,902,141,721

-

100,125,994,560

95,910,893,276

4,215,101,284

5. 투자부동산

6,477,184,354

6,477,184,354

-

6. 무형자산

7,014,988,579

6,531,224,160

483,764,419

7. 종속기업투자

146,531,119,905

155,636,465,427

-

8. 관계기업투자

3,548,258,363

3,548,258,363

-

10,024,970,477

9,527,624,977

497,345,500

3,003,032,692

3,003,032,692

-

658,201,813,253

652,754,466,569

14,552,692,206

Ⅰ.유동부채

259,676,607,467

258,341,281,334

1,335,326,133

1. 매입채무

77,332,069,595

77,332,069,595

-

2. 기타채무

20,936,911,109

19,782,333,710

1,154,577,399

151,035,257,525

151,035,257,525

-

3,952,064,269

3,952,064,269

-

596,087,679

596,087,679

-

6. 기타금융부채

3,523,558,763

3,501,285,149

22,273,614

7. 기타부채

2,300,658,527

2,142,183,407

158,475,120

5. 당기법인세자산

Ⅱ.비유동자산
1. 장기금융상품
2. 기타채권
3. 기타금융자산
4. 유형자산

9. 이연법인세자산
10. 기타자산
자산총계
부

채

3. 단기차입금
4. 유동성전환사채
5. 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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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비유동부채

36,594,388,223

32,482,367,672

4,112,020,551

1. 기타채무

1,428,068,254

-

1,428,068,254

29,967,907,645

27,805,832,200

2,162,075,445

5,018,565,127

4,529,803,967

488,761,160

179,847,197

146,731,505

33,115,692

296,270,995,690

290,823,649,006

5,447,346,684

1. 자본금

13,882,548,000

13,882,548,000

2,000,000,000

2. 기타불입자본

37,094,822,399

37,094,822,399

7,105,345,522

1,219,418,865

1,219,418,865

-

293,734,028,299

293,734,028,299

-

자본총계

345,930,817,563

345,930,817,563

9,105,345,522

부채와자본

642,201,813,253

636,754,466,569

14,552,692,206

2. 순확정급여부채
3. 충당부채
4. 기타금융부채
부채총계
자

본

3. 기타자본구성요소
4. 이익잉여금금

주1) 상기 분할재무상태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작성될 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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