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경영상황 공시

2021 년 4월 1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최 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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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합병 결정 

 

1. 분할합병 방법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의 펀드 관련 집합

투자업(3-1-1)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지비자

산운용 주식회사에 흡수분할합병(흡수분할합

병 중 존속분할합병) 

2. 분할합병 목적 사업구조 개선 

3. 분할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경영효율성 제고 

4. 분할에 관한 사항 

가.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별첨 참조 

나.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 

총계 
37,826,182,018 

부채 

총계 
9,322,793,380 

자본 

총계 
28,503,388,638 자본금 14,500,000,000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22,717,840,633 

주요사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공모펀드 관련 집합투자업은 폐지 예정) 

다.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해당사항 없음(흡수분할합병) 

설립시 재무내용(원)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 

라.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해당사항 없음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종료일 

신주배정조건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신주배정기준일 

신주권교부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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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에 관한 사항 

가. 합병상대 

회사 

회사명 디지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요사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회사와의 관계 비계열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백만원) 

자산총계 39,693  자본금 11,000  

부채총계 2,784  매출액 10,693 

자본총계 36,908  
당기 

순이익 
2,393  

외부감사 여부 기관 지안회계법인 
감사 

의견 
적정 

나.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 
해당사항 없음 

우선주 

다. 합병신설 

회사 

회사명 

해당사항 없음(흡수분할합병) 
자본금(원) 

주요사업 

6. 분할합병비율 1:0.0000000 

7. 분할합병비율 산출근거 
분할합병신주의 배정 없음. 

이에 갈음하여 교부금만을 교부함.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분할합병 

일정 

분할합병 계약일 2021. 3. 31. 

주주확정기준일 해당사항 없음 

주주명부 폐쇄기간 해당사항 없음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해당사항 없음 

주주총회예정일자 2021. 4. 21.(예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해당사항 없음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1. 4. 21.] 

종료일 [2021. 5. 21.] 

분할합병기일 2021. 9. 29. (예정) 

종료보고 총회일 2021. 9. 30. (예정) 

분할합병등기예정일 2021. 9. 30. (예정)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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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 3. 31.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해당사항 없음 

불참(명) 해당사항 없음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해당사항 없음 

13.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해당사항 없음(신주 발행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분할합병 기일 등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년 사업 연도 말 기준 분할 합병 관련 재무정보는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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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이전할 사업의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 후 존속

회사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 

이전: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존속: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

업 (공모펀드 관련 집합투자업은 폐지 예정) 

합병상대 회사 디지비자산운용 

주식회사 

분할 후 존속회사로부터 이전 받은 펀드 관련 집합

투자업 사업부문을 승계함 

 

2. 이전할 재산의 내용 
 

분할합병시 분할회사 대차대조표 
 

 
통화: 미화 달러 
일자: 2020년 11월 30일 현재 
비고: 
(1) 직원 관련 항목의 경우 승계대상직원에만 관련된 대차대조표 금액이 포함됨. 
(2) 대차대조표 및 잔액(일반적으로 직접 지출되는 미지급 급여 및 미지급 펀드 
회계처리 보수를 포함)은 거래종결일 이전에 업데이트 될 수 있음.   

자산 금액 
미수 운용 보수             

444,927  
선급 인덱스 데이터 가입자 라이선스 보수(Prepaid Index Data 
Subscriber License Fee) 

1,250    

선급 생명 및 의료 보험료              
11,416  

총 자산 457,593    

부채 
 

미지급 세금 및 사회보장세 비용                
7,409  

미지급 생명 및 의료 보험 비용                    
-    

미지급 연금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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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펀드 회계처리 보수 5,407 
미지급 기업 인센티브 보상               

49,999  
총 부채 62,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