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안 : 그린에너지 사업 분할합병 승인의 건
[분할합병 계약의 경위 및 그 계약의 주요 내용]

I. 분할합병 계약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합병의 목적
-

본건 분할합병은 분할회사의 분할합병대상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하고 이
에 따라 분할승계회사가 존속하며, 분할회사는 분할합병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존속
함으로써 각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함.

2.

분할합병의 진행상황 및 주요일정
분할승계회사

분할회사

비엘에이치엔지니어링㈜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분할합병계약체결 이사회 결의일

2021.10.28.

2021.10.28.

분할합병 계약체결

2021.10.28.

2021.10.28.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2021.10.28.

2021.10.28.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1.10.28

주주확정 기준일

2021.11.15.

2021.11.15.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일

2021.11.26.

2021.11.26.

분할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 기간 1)

2021.11.26. ~ 12.13.

2021.11.26. ~ 12.13.

분할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12.13.

2021.12.13.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2021.12.14. ~ 2022.01.03.

2021.12.14 ~ 2022.01.03.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1.12.14. ~ 2022.01.13.

2021.12.14 ~ 2022.01.13.

분할합병기일

2022.01.17.

2022.01.17.

분할합병종료 보고 갈음 이사회 결의일 및

2022.01.17.

2022.01.17.

2022.01.20.

2022.01.20.

구 분

공고
분할합병등기 예정일

주1) 2021년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 시작 전까지는 접수 가능

II. 분할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분할합병계약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
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상호
분할

소재지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관훈동)

회사

상호
분할

소재지

비엘에이치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
(수송동)

승계회사

대표이사

박 경 일

대표이사

김 대 성

법인구분

기타법인

법인구분

기타법인

2.

분할합병 방법: 흡수물적분할합병
- 본 분할합병은 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제 530 조의 12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
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K-솔루션스사업그룹, P-솔루션스사업그
룹, Gas&Power 사업그룹, 배터리사업그룹 및 Industrial 사업그룹(총칭하여 “분할합병대상부문”)
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승계회사인 비엘에이치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함.

3.

분할합병대상부문과 그 가액
-

분할합병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일체(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영업권 등)
구체적인 목록/가액은 분할합병계약서의 분할재무상태표 및 승계대상재산목록을 따름.

4.

연대책임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와 비엘에이치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상법 제 530 조의 9 제 1 항
에 의거 본건 분할합병 전의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을 부담함.

5.

분할합병 비율 및 분할합병신주
- 본건 분할합병 중 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가 본건 분할합병으로 분할승계회사가 발행하는 주
식 전부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인바, 별도의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아니하고, 본건
분할합병에 대한 분할합병비율은 1 : 36.7561 로 함.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와 비엘에이치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
로서 비상장법인간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
률이나 규정이 없음. 이에 본 분할합병과 관련하여서는 분할합병대상부문 및 비엘에이치엔
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
하여 분할합병비율을 결정하였음.
※ 상세 내용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http://dart.fss.or.kr 에 당사가 공시
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내용
1. 상법 제 530 조의 12, 제 530 조의 11 및 제 522 조의 3 에 의거,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별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참조)

III.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승계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
손익계산서)

(분할되는 회사)【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식회사】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59 기 2020. 12. 31 현재

/ 제 58 기 2019.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과목

제 59 기

제 58 기

유동자산

3,093,280,397

2,896,989,091

비유동자산

1,854,566,903

1,619,725,347

자산총계

4,947,847,300

4,516,714,438

유동부채

3,076,567,681

2,725,503,750

853,329,488

558,032,737

3,929,897,169

3,283,536,487

자본금

252,853,965

252,853,965

자본잉여금

379,280,948

379,280,948

자본조정

(69,197,542)

(37,826,98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0,895,472)

84,183,356

545,908,232

554,686,664

자본총계

1,017,950,131

1,233,177,951

부채와자본총계

4,947,847,300

4,516,714,438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59 기(2020. 1. 1 부터 2020. 12. 31 까지) / 제 58 기(2019. 1. 1 부터 2019. 12. 31 까지)
(단위 : 천원 )
과목

제 59 기 기말

제 58 기 기말

매출액

7,528,900,518

7,843,969,338

매출원가

7,089,980,452

7,256,868,980

매출총이익

438,920,066

587,100,358

판매비와관리비

311,202,331

316,063,362

영업이익

127,717,735

271,036,996

영업외수익

569,459,840

297,903,208

영업외비용

461,116,176

340,259,38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36,061,399

228,680,821

법인세비용(수익)

115,402,736

35,812,579

당기순이익

120,658,663

192,868,242

3,443 원

5,374 원

주당손익

(분할승계회사)【비엘에이치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비엘에이치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2021. 10. 20. 신설된 법인으로 최근사업연도의 재무내역이
없습니다.

<별첨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 530 조의 12, 제 530 조의 11 제 2 항 및 제 522 조의 3 에 의거하여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법인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당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건 분할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 후 1 개월 내에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
구분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주식의 매수가격
59,644원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주식매수가격 산정을 위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 54 조에
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 주당 가액을 평가 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 2021 년 6 월 30 일)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행사절차
(1) 반대의사 통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통지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반대의사

표시를

주주총회일

2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주총회일 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주총회일 2 영업일 전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 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주총회일 3 영업일 전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매수청구 방법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 영업일 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2. 주식매수 청구기간
구 분

일자

주주확정 기준일

2021년 11월 15일

분할합병

시작일

2021년 11월 26일

반대의사표시 접수

종료일

2021년 12월 13일(*)

분할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2021년 12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시작일

2021년 12월 14일

행사기간

종료일

2022년 1월 3일

(*) 12 월 13 일 임시주주총회 시작 전까지는 접수 가능
3. 주식매수 청구장소
구분

장소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 SK에코플랜트 IR팀

주식회사

(02-3700-9174)

비고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4.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본건 합병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대금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 후 1 개월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별첨 2>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식회사(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그린에너지사업(분할합병대상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비엘에이치엔지니어링주식회사(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본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
소유주식 수 : 보통주

주

반대의사 표시주식 수 : 보통주

주

2021 년

주주명 :

월

일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n

추가 제출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본 1 부

n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기한인 임시주주총회 시작 전(12/13)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셔야만 효력이 발생 되오니 반드시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n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 길 19 (수송동) SK 에코플랜트 IR 팀

<별첨 3>
주식매수 청구서
본인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식회사(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그린에너지사업(분할합병대상부문)
을 물적분할하여 비엘에이치엔지니어링주식회사(분할승계회사)에 흡수합병하기로 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주번호 :
소유주식 수 : 보통주

주

반대의사 표시주식 수 : 보통주

주

주식매수청구 주식 수 : 보통주

주

20 년

주주명 :

월

일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n

추가 제출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본 1 부

n

제출 기한
1. 2021 년 12 월 14 일부터 2022 년 1 월 3 일 까지

n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 길 19 (수송동) SK 에코플랜트 IR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