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 네이버주식회사 2018년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네이버 그린팩토리 2층 커넥트 홀
3. 회의의 목적사항
1) 의결사항 :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참조]
- 제1-1호 의안 : 목적사업 추가의 건
- 제1-2호 의안 : 액면분할의 건
● 제2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별첨2 참조]
4.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상법 시행령 제31조 5항, 당사 정관 제25조 2항, 4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당사의 본사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에 비치하고,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금번 2018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으며,
주주총회 관련 문의사항은 1588-383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네이버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성 숙

직인
생략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 세부내역
현행

변경

비고

제 2 조(목적)

제 2 조(목적)

- 의료법에 따른 사내부속의료기관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설을 위해 목적 추가

1. ~ 21. (생략)

1. ~ 21. (생략)

22. 전 각 항에 관련된 제반사업 및 투자

22. 의료업(사내부속의료기관 개설에 한함)
23. 전 각 항에 관련된 제반사업 및 투자

제 6 조(일주의 금액)

제 6 조(일주의 금액)

- 액면분할에 따른 주식 액면가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 변경 반영
부칙
이 정관은 2018 년 9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 조(일주의 금액)는 액면분할에 따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vercorp.com)에 공고 후
1 개월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첨 2] 분할계획서 세부 내역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순ㆍ물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1. 분할의 목적
1) 분할신설회사는 N스토어(e-book 제외), 스토어플랫폼, 참여번역플랫폼, 후원플랫폼 사업부문에 집중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사업부문별로 신속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을 제고하며,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회사 분할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

네이버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엔스토어 주식회사(가칭)

N스토어(e-book 제외) 사업, 스토어플랫폼 사업,
참여번역플랫폼 사업, 후원플랫폼 사업부문

2) 분할의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분할의 일정
구분

일자

이사회결의일

2018년 7월 27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8년 8월 10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8년 9월 7일

분할 기일

2018년 11월 1일

분할등기(예정)일

2018년 11월 5일

주) 상기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국문명 : 네이버 주식회사
영문명 : NAVER Corporation
변동 없음
변동 없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네이버 그린팩토리)
www.navercorp.com / 매일경제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역
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18년 6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합니다.
단, 2018년 11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④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i) 분할로 인해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⑤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 및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일체의 채무를 포함)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ㆍ발생ㆍ확정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ㆍ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나 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재산이 귀속되는 사업부문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로 귀속시키며, 그 귀속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ㆍ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도메인 중 산업재산권등 리스트에 기재된 권리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의무는 분할신설회사에게 귀속하고,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권리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의무는 분할되는 회사에게 귀속합니다.

⑦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속 중인 소송 중 승계대상 소송현황에 기재된 소송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내역은 분할기일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⑧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3)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
계정(단위: 원)

(2018년 6월 30일 현재)
분할 전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

신설회사

Ⅰ. 유동자산

2,413,355,538,912

2,402,974,696,522

10,380,842,390

Ⅱ. 비유동자산

3,148,443,887,907

3,148,381,268,392

62,619,515

자산총계

5,561,799,426,819

5,551,355,964,914

10,443,461,905

Ⅰ. 유동부채

1,198,950,073,381

1,189,883,211,813

9,066,861,568

165,594,876,228

164,268,275,891

1,326,600,337

1,364,544,949,609

1,354,151,487,704

10,393,461,905

16,481,339,500

16,481,339,500

50,000,000

362,406,388,434

362,406,388,434

-1,426,542,904,929

-1,426,542,904,929

5,244,859,654,205

5,244,859,654,205

자 본 총 계

4,197,254,477,210

4,197,204,477,210

50,000,000

부채와 자본총계

5,561,799,426,819

5,551,355,964,914

10,443,461,905

Ⅱ.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주) 상기 금액은 2018년 6월 30일 기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로 분할 기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승계대상 재산목록
구분

(2018년 6월 30일 현재)
신설회사

Ⅰ. 유동자산

10,380,842,390

현금및현금성자산

10,358,661,557 보통예금

기타유동자산

22,180,833 사업관련 선급비용 등

Ⅱ. 비유동자산

62,619,515

유형자산

50,360,051 사업관련 비품 등

무형자산

12,259,464 사업관련 산업재산권 등

자 산 총 계

비고

10,443,461,905

Ⅰ. 유동부채

9,066,861,56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926,057,537 사업관련 미지급금 등

기타유동부채

7,140,804,031 사업관련 선수금 등

Ⅱ. 비유동부채

11,720,062,242

순확정급여부채

1,326,600,337 사업관련 순확정급여부채

부 채 총 계

10,393,461,905

자본금

50,000,000

자 본 총 계

50,000,000

부채와 자본총계

10,443,461,905

주) 본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기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상호

국문명 : 엔스토어 주식회사 (가칭)
영문명 : NStore Corporation (가칭)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2.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임대업
3.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서비스
4.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5. 광고대행업, 광고매체판매업
6. 여론조사 및 리서치업
7.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8. 부가통신사업
9.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10. 노하우 기술의 판매, 임대업

목적

11. 음반물, 영상물, 사진 출판물, 만화 등의 유선 및 무선 대리중개업
12.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등의 중개알선업
13. 음악, 영상, 출판물 관련 저작권 관리
14. 합성수지, 의류, 문구류, 금속공예물 및 완구류의 제조 판매업
15.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16. 저작물 창작자 등에 대한 공인 매니저업, 연예보조업
17.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18. 서적출판업 및 전자출판업
19.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 음식점업 및 프랜차이즈업
21.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22. 전 각 항에 관련된 제반 사업 및 투자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네이버 그린팩토리
매일경제 / 한국경제신문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10,000,000주

5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

4) 분할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본 건 분할은 단순∙물적 분할로써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합니다.
5)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구분

금액

자본금

50,000,000원

5. 기타
그 외 분할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18년 7월 2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 (회사분할결정)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