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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정

 

주1) 존속회사 지니언스(주)의 경우, 본건 합병은 상법 제 527조 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

으로 진행되므로,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소규모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는 없으며, 대주주의 지분변동사항은 없습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법인인 지니언스(주)의 경우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인 (주)레드스톤소프트는 지

니언스(주)의 100% 자회사인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지니언스(주)와 (주)레드스톤소프트 양사는 2019년 04월 26일 각사의 홈페이지에 채권자 이

의 제출 공고를 게재하고 각 채권자에게 최고 했으며,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2019년 04월

27일 ~ 2019년 05월 27일)동안 채권자의 이의제출은 없었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본 합병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구분
지니언스(주)

(존속회사)

(주)레드스톤소프트

(소멸회사)

1. 이사회결의일 2019년 03월 26일 2019년 03월 26일

2. 주주확정 기준일 2019년 04월 10일 -

3. 주주명부 폐쇄기간
2019년 04월 11일 ~ 2019년 04월

17일
-

4.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2019년 04월 11일 ~ 2019년 04월

25일

2019년 04월 11일 ~ 2019년 04월

25일

5.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19년 04월 26일 2019년 04월 26일

6.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19년 04월 27일 ~ 2019년 05월

27일

2019년 04월 27일 ~ 2019년 05월

27일

7. 합병기일 2019년 05월 31일 2019년 05월 31일

8. 종료보고(이사회 보고) 총회일 및 공고

일
2019년 06월 03일 -

9. 합병등기일 2019년 06월 05일 2019년 06월 05일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2



 

Ⅶ. [합병등]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자료 :  지니언스(주) 1분기보고서(연결기준)

주1) 합병기일 현재 (주)레드스톤소프트는 지니언스(주)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이므로, 합병

후 재무수치는 양사간 재무수치의 단순 합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2)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합병전 합병후

지니언스㈜ 레드스톤소프트 지니언스㈜

유동자산 23,572 36 23,263

비유동자산 14,784 9 14,833

자산총계 38,356 45 38,096

유동부채 2,115 355 2,125

비유동부채 3,010 26 3,036

부채총계 5,126 381 5,161

자본금 4,722 61 4,722

주식발행초과금 13,267 249 13,267

이익잉여금 18,682 (646) 18,387

기타자본항목 (3,442) - (3,442)

자본총계 33,230 (336) 32,935

자본과 부채총계 38,356 45 3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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