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크래프톤(“갑” 또는 “회사”)과 펍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펍지랩스 및 주식회사 

펍지웍스(통칭하여 “을”)는 2020년 10월 29일에 개최한 갑의 이사회 결의 및 2020년 10

월 29일에 개최된 을의 주주총회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 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
고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
를 마쳤기에, 2020년 12월 1일 갑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
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 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 크래프톤 

- 소멸회사 : 펍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펍지랩스 및 주식회사 펍지웍스 

나. 합병비율: 합병비율은 펍지 주식회사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주
식회사 크래프톤의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96.7892636주를 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주식회사 크래프톤은 본 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펍지랩스 및 주식회사 펍
지웍스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 

다. 증가 주식수 및 증가 자본금 : 펍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보통주식 98,001주 

중 4,531주에 대하여만 위 합병비율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식 438,552주를 합병신주로 

발행하며, 그를 제외한 나머지 93,470주에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증가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219,276,000원임 

라. 합병 후 자본금 : 금 4,278,518,500원(2020. 10. 22. 자로 증자된 후 자본금 

 4,059,242,500원과 합병으로 증가되는 자본금 219,276,000원의 합계) 

마. 합병기일 : 2020년 12월 1일 

 

2. 합병 진행 경과 

1) 2020년 9월 23일: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결의 

2) 2020년 9월 28일: 합병계약 체결 

3) 2020년 10월 12일: 소규모합병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4) 2020년 10월 29일: 소규모합병 승인을 위한 갑의 이사회 결의 및 을의 주주총회 결의 

5) 2020년 10월 30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통지 

6) 2020년 11월 30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채권자 이의 제출 없음) 

7) 2020년 12월 1일: 합병기일 

8) 2020년 12월 1일: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9) 2020년 12월 1일: 합병종료보고 공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채권자 이의 신청: 갑과 을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2020년 12월 2일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 

 

2020년 12월 1일 

 

주식회사 크래프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백현동, 크래프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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