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 분합합병 보고 및 창립총회갈음 공고  
1. 동화홀딩스 ㈜(갑), 동화기업㈜(을), 동화자연마루㈜(병) 및 동화엠파크㈜(정)는 2013년 5월 24일 각 회사의 합병 및 

분할합병계획 승인 이사회 및 2013년 8월 1일 각 회사의 합병승인 이사회로, (정)은 (을)의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합병하

고, 동시에 (갑)은 (을)의 제조사업부를 인적분할합병하며, 동시에 (갑)은 (병)을 흡수합병하여 (정)과 (갑)은 존속하고, (을)

과 (병)은 소멸하기로 하고, 동시에 (갑)은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 동화에이앤비홀딩스㈜(무)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제

반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각 회사의 주주에게 보고하고자 공고 합니다. 

------------------------------------------------------------------------------------------- 

분할합병보고의 공고 

2. 동화엠파크㈜(정)은 (을)의 임대사업부를 소규모 분할합병함을 보고하는 주주총회를 상법 제530조의 11, 제52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로 갈음하였음을 주주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1. 합병당사회사: 합병회사 : 동화엠파크㈜, 피합병회사 : 동화기업㈜ 임대사업부문 

2. 합병계약체결일: 2013년 5월 27일 

3. 합병승인이사회결의일: 2013년 8월 1일 (소규모분할합병이므로 이사회로 갈음함)   

4. 합병비율: 동화엠파크㈜ 보통주 : 동화기업㈜ 보통주 = 0.0131845 : 1 

5. 합병교부금: 해당 없음 

6. 합병기일: 2013년 10 월 1 일 

7. 채권자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조치: 이의신청 내역 없음 

8. 합병신주: 동화기업㈜ 주주에게 동화엠파크㈜ 주식 100,000주를 발행 

9. 합병후자본금: 1,050,000,000원 

10. 합병등기예정일: 2013년 10 월 4일 이후 

2013년 10 월 2 일 

 (정) 동화엠파크 주식회사 (구:동화오토앤비즈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좌동 173-141 

     대표이사 정대원 

------------------------------------------------------------------------------------------ 

분할합병 및 합병보고의 공고 

3. 동화홀딩스 ㈜(갑)는 (을)의 제조사업부를 소규모 인적분할합병하며, 동시에 (갑)은 (병)을 소규모 흡수합병함을 보고하

는 주주총회를 각 상법 제530조의 11 및 제526조, 526조에 의거하여 모두 이사회결의로 갈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합병당사회사: 합병회사 : 동화홀딩스㈜, 피합병회사 : 동화기업㈜ 제조사업부문,  동화자연마루㈜ 

2. 합병계약체결일: 2013년 5월 27일 

3. 합병승인이사회결의일: 2013년 8월 1일 (각 소규모분할합병이므로 이사회로 갈음함)   

4. 합병비율:   동화홀딩스㈜ 보통주 : 동화기업㈜ 보통주 = 0 : 1,  

동화홀딩스㈜ 보통주 : 동화자연마루㈜ 보통주 = 0 : 1 

5. 합병교부금: 모두 해당 없음 

6. 합병기일: 2013년 10 월 1 일 

7. 채권자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조치: 모두 이의신청 내역 없음 

8. 합병신주: 해당없음 

9. 합병후자본금: 변동없음(무증자) 

10. 합병등기예정일: 2013년 10 월 4일 이후 

2013년 10 월 2 일 

 (갑) 동화홀딩스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좌동 150-14 

대표이사 승명호 

------------------------------------------------------------------------------------------ 

                                 분할보고 및 창립총회를 갈음하는 공고    

4. 동화홀딩스 ㈜(갑)은 2013년 8월 13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중고자동차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 동화

에이앤비홀딩스㈜(무)를 설립하고, (갑)은 존속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하고 분할에 필요한 제반 법적 절차를 마쳤는 바, 

상법 제530조의 11, 제526조, 제527조에 의거 각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분할보고 및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공고합니다. 

1. 분할의 내용 

상법 제 530조의 2내지 530조의 11 규정에 따라 동화홀딩스 ㈜(갑)의 중고자동차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

법인 동화에이앤비홀딩스㈜ (무)를 설립하고, (갑)의 분할 전 채무를 (무)가 연대하여 부담하며, (갑)은 상호를 동

화기업㈜로 변경하고, 분할 전 자본금 10,057,817,000원을 금 7,678,378,000원으로 감소하고, 자본감소의 방법

으로 1주의 금액 500원 1주당 0.2365761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여, 발행주식총수를 20,115,634주에서 

15,356,756주로 감소함. 

2. 분할주요경과  

분할승인 주주총회 : 2013년 8월 13일, 분할보고이사회및 분할기일 : 2013년 10월 1일 

3. 분할등기예정일: 2013년 10월 4일 이후 

                           2013년 10월 2일 

(갑) 동화홀딩스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좌동 150-14 

대표이사 승명호 

(무)동화에이앤비홀딩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2,(여의도동) 

대표이사 정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