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업 보 고 서

1.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설립 년 월 일 : 2000년 1월 31일

 

(2) 회사의 연혁

일   자 연 혁

2010년 01월 23일 본점이전,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1-1 신축이전

2010년 06월 10일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지정(지식경제부장관)

2010년 12월 01일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경기지방중소기업청)

2011년 03월 1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기술협력MOU 체결

2011년 07월 01일 ㈜맥시스가 ㈜멤스플러스를 흡수 합병

2011년 12월 15일 정부정책 민군과제 “ RF MEMS Switch 개발사업” 계약체결

2012년 08월 26일 ㈜맥시스가 ㈜기가레인을 흡수합병

2012년 08월 26일 주식회사 기가레인으로 상호변경

2012년 10월 11일 녹색기술 인증(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11월 21일 KUH용RF 밀봉Cable 국산화인증서 획득: 항공기용RF Cable 개발

2012년 11월 23일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참여기업 인증(경기도)

2012년 12월 10일 LED 식각장비 세계일류상품인증(지식경제부장관)

2013년 04월 12일 HIDDEN STAR 500 기업 선정(국민은행)

2013년 12월 10일 유상증자 일반공모 224.3억

2013년 12월 19일
Kosdaq 시장 상장

세계일류상품선정(SCMP)

2014년 05월 07일 KRX 히든챔피언 선정(한국거래소)

2014년 06월 13일 월드클래스300 선정(중소기업청)

2014년 10월 24일 히든 챔피언 선정(한국수출입은행)

2014년 12월 10일 5천만불 수출의 탑(한국무역협회)

2015년 11월 30일 국방 TICN 초도 양산 계약 체결

2015년 12월 10일 국방과학연구소와 GaN RF 전력증폭소자 공정개발 계약체결

2016년 3월 23일 L-SAM  MFR 안테나세트 사업 고출력증폭단 계약 체결

2016년 08월 01일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R&D 선정

2017년 05월 01일 FPD 테스트 솔루션 사업 및  GaN RF PA 사업 물적분할

2017년 08월 11일 (주)위솔루션 자회사 편입

2017년 11월 01일 (주)기가레인이 (주)위솔루션 흡수 합병(소규모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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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연 혁

2018년 05월 21일 중국내 반도체 중고장비 세정/코팅 법인 설립(WEIKE SEMI CO.,LTD)

2019년  01월 31일 베트남 RF 부품 생산 법인 설립(GIGALANE VINA CO.,LTD)

2019년 09월 09일 기가레인 RF 연구소 설립

2020년 04월 01일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사업 체결

2020년 06월26일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특허청)

2020년 08월 20일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기업 선정(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회사의 목적

1) 회사의 목적

목 적 사 업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분야의 장비, 원재료 및 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분야의 연구개발 및 대행업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분야의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및 

   컨설팅업

- LED용 PSS(Patterned Sapphire Substrate)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MEMS웨이퍼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장치 제조,판매업

- 반도체장비 수리업

- 전자부품장비 제조 및 수리업

- 케이블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반도체 및 LCD 제조설비 및 관련기계장치 이전 및 설치업

- 공장이전과 관련된 기계, 제조설비 이전 및 설치업

-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 판매 수출입업

- 전기, 전자, 반도체 부품의 소재 및 소재 가공

- 전자.전기제품 정보통신기기의 제조장치의 제조.판매업

- 전자, 통신, 전기제품의 판매 및 수출입업

- 전자,전기제품과 부품 제조 및 판매업

- 전기자동차용 부품의 제조,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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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기,전기용품 제조 및 판매업

- 소프트웨어개발 생산 및 판매업

- 무선통신장비 제조,판매업

- 기술용역,컨설팅

- 기술도입의 알선 및 판매업

- 부동산임대업

- 위 각호와 관련된 제조, 개발, 유통, 무역업일체

-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 중요한 사업의 내용

 

◆ 장비사업

LED Etcher, Deep Silicon Etcher, TSV Etcher등의 식각장비를 직접 생산하여, 세계시장에서 의미 

있는 Market Player의 자리를 굳히면서 반도체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부품사업

DC~60GHz까지의 초고주파 설계, 생산 및 측정까지 가능한 Total Solution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전문기업으로 고주파기술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R&D를 통해 모바일 분야(스마트폰)에서 국내유

일의 최대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Network 4G LTE용 RF 커넥터와 Low loss RF케이블(어

셈블리), RF복합 케이블 등 수입에 의존하던 고부가 제품을 국내최초로 자체 공장에서 개발 생산

하여 국내외에 판매 중입니다.

 

(4) 회사의 소재지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 10길 61(Tel. 031-233-7325)

 

(5) 종업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사무직 연구기술직 생산직 계 비 고

남 35 38 55 128 -

여 13 6 27 46 -

합 계 48 44 82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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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말 재직인원 현황 입니다. 

  

(6) 주식 자본금에 관한 사항

1)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

  (단위 : 주, 천원)

주식의 종류 주식수 금액 구성비(%) 비 고

기명식보통주식 72,049,635 36,024,817 100% -

계 72,049,635 36,024,817 100% -

 

2) 자본금 변동상황 

       

  (단위 : 주, 천원)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0.01.31 - 보통주 40,000 5,000 5,000 설립자본금

2000.06.09
유상증자(제3

자배정)
보통주 20,000 5,000 5,000 -

2000.07.27
유상증자(제3

자배정)
보통주 15,000 5,000 120,000 -

2000.08.29 주식분할 보통주 675,000 500 500 -

2000.08.31 무상증자 보통주 2,250,000 500 - -

2001.09.28 - 보통주 1,200,000 500 500
(주)세미뱅크

와 합병

2006.12.21
주식매수선택

권행사
보통주 150,000 500 700 -

2009.04.21 무상감자 보통주 3,192,030 500 - -

2009.05.16
유상증자(주

주배정)
보통주 2,000,000 500 500 -

2010.12.31 전환권행사 보통주 600,000 500 500 -

주식회사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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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1.07.06 - 보통주 1,845,720 500 500 스플러스와 

합병

2011.12.28
유상증자(제3

자배정)
보통주 200,000 500 500 -

2011.12.28 전환권행사 보통주 400,000 500 2,000 -

2012.07.26
신주인수권행

사
보통주 200,000 500 500 -

2012.08.26 - 보통주 4,376,460 500 500
구.기가레인

과 합병

2013.01.31 전환권행사 보통주 418,934 500 2,387 -

2013.02.08 전환권행사 보통주 314,201 500 2,387 -

2013.05.01
유상증자(제3

자배정)
보통주 370,000 500 3,000 -

2013.12.10
유상증자(일

반공모)
보통주 4,079,928 500 5,500 -

2014.02.14 전환권행사 보통주 1,038,961 500 3,850 -

2014.03.24 전환권행사 보통주 702,247 500 2,848 -

2017.04.15
유상증자(제3

자배정)
보통주 1,649,030 500 4,912 -

2017.04.18 전환권행사 보통주 39,936 500 5,008 -

2017.04.20 전환권행사 보통주 139,776 500 5,008 -

2017.04.27 전환권행사 보통주 19,968 500 5,008 -

2017.05.18 전환권행사 보통주 19,968 500 5,008 -

2017.05.31 전환권행사 보통주 19,968 500 5,008 -

2017.06.01 전환권행사 보통주 119,808 500 5,008 -

2017.06.13 전환권행사 보통주 599,041 500 5,008 -

2017.07.13 전환권행사 보통주 139,776 500 5,008 -

2017.08.15
유상증자(제3

자배정)
보통주 1,402,154 500 7,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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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7.08.30 전환권행사 보통주 1,098,242 500 5,008 -

2017.09.07 전환권행사 보통주 913,665 500 4,761 -

2017.09.08 전환권행사 보통주 21,002 500 4,761 -

2017.09.11 전환권행사 보통주 73,513 500 4,761 -

2017.10.08 무상증자 보통주 23,960,268 500 - -

2017.12.08 전환권행사 보통주 680,384 500 2,381 -

2018.02.08 전환권행사 보통주 226,795 500 2,381 -

2018.03.30 주식배당 보통주 1,500,000 500 - -

2018.07.25 전환권행사 보통주 64,935 500 2,310 -

2019.04.09 전환권행사 보통주 121,354 500 2,229 -

2019.04.11 전환권행사 보통주 157,021 500 2,229 -

2019.04.23 전환권행사 보통주 1,414,427 500 2,121 -

2019.05.29 전환권행사 보통주 190,668 500 2,229 -

2020.09.23 전환권행사 보통주 2,797,985 500 1,787 -

2020.12.04 전환권행사 보통주 3,300,330 500 2,121

2020.12.07 전환권행사 보통주 4,476,776 500 1,787

2020.12.31
유상증자(제3

자배정)
보통주 9,198,424 500 2,283

3) 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igalane.com) 또는 

서울경제신문

주권의 종류 1,5,10,50,100,500,1000,10000주권(8종류)

대리인의 명칭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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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주식업무대행기관 사무취급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2

 

(7) 사채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백만원)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

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

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

록)총액

전환가능주

식수

17회 사모

전환사채
2020.03.20 2023.03.20 9,000 보통주

2021.03.20~

2023.02.20
100 1,126 9,000 7,992,894 -

18회 사모

전환사채
2020.08.07 2023.08.07 7,000 보통주

2021.08.07~

2023.07.07
100 1,117 7,000 6,266,786 -

합 계 - - 55,500 - - - - 16,000 14,259,680 -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1) 영업의 개황

  "사업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 참조

 

(2) 영업부문별 경영성과

(단위: 천원)

당기
반도체 공정 

장비
RF 통신 부품 합 계

매출액 14,076,630 30,201,967 44,278,598

영업손실 (4,174,912) (10,271,390) (14,446,302)

유ㆍ무형자산상각비 2,212,594 4,602,308 6,814,902

당기순손실 (7,387,147) (15,908,290) (23,295,437)

 

(3) 영업부문의 재무상태

(단위: 천원)

당기말
반도체 공정 

장비 외
RF 통신 부품 합 계

총자산 45,537,296 58,660,747 104,198,044

총부채 20,173,221 33,677,885 53,8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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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설비 및 자금조달상황 

   1) 주요설비 현황 

(단위 : 천원)

회사별 자산별 소재지 기초
증가

(취득)

감소

(처분)
계정대체(*1)

상각비 및 

손상차손
재평가

기타증감

액
기말 비고

(주)기가

레인

토지 화성 10,965,376 (5,404,381) 3,525,105 - 9,086,100 -

건물 화성 12,421,664 (5,645,527) (485,193) 2,557,070 8,848,015

베트남 

기가레인
건물 베트남 1,206,953 2,421,970 (109,914) (238,512) 3,282,021 -

연결회사 

전체

기계장치 - 13,302,175 746,028 (281,506) 290,320 (3,602,156) - (77,624) 10,377,237 -

공구와기

구
- 539,896 92,605 (1) - (219,989) - (1,665) 410,846

-

합   계 - 38,436,064 838,633 (11,331,415) 2,712,290 (4,417,252) 6,082,175 (317,801) 32,004,219 -

  2) 자금조달상황

"금융기관 간접조달" 및 직접조달

 

3. 모회사. 자회사 및 기업결합 사항등

(1) 모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2) 자회사 현항

(단위 : 백만원, 1$, %)

계 열 회 사 당사와의 관계

상호 소재지 자본금 주요업종 소유주식
소유비율

(%)
거래관계

(주)씨쓰리테크놀

로지
대한민국 4,000

RF동축케이블

 제조
7,658,000주 99.86% 종속회사

베트남기가레인 베트남
USD

1,410,000

통신기기 및 

부품 제조

USD

710,000
50.85% 종속회사

WEIKE SEMI. CO.,

 LTD
중국

USD 

2,000,000

부품 세정 및 

코팅

USD 

2,000,000
100.00% 종속회사

Gigalane VINA 베트남
USD

1,200,000

통신기기 및 

부품 제조

USD

1,200,000
100.00% 종속회사

Shenzhen Gigalan
중국

통신기기 및 
100.00% 종속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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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회 사 당사와의 관계

상호 소재지 자본금 주요업종 소유주식
소유비율

(%)
거래관계

e Trading Co.,Ltd 부품 제조

 

 (3) 자회사에 대한 임원 겸직상황

 "해당사항 없음"

  

4. 최근 2년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1) 영업실적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21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제 20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단위 : 원)

　 제 21 기 제 20 기

매출액 44,278,597,847 54,585,851,858

매출원가 46,319,140,699 56,136,182,536

매출총이익 (2,040,542,852) (1,550,330,678)

판매비와관리비 12,405,759,122 13,793,036,704

영업이익(손실) (14,446,301,974) (15,343,367,382)

금융수익 49,105,417 2,500,265

금융비용 3,568,800,196 3,532,507,492

기타영업외수익 1,873,157,905 2,902,119,527

기타영업외비용 7,202,598,266 4,977,458,29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3,295,437,114) (20,948,713,376)

법인세비용 0 127,251,577

계속영업이익(손실) (23,295,437,114) (21,075,964,953)

중단영업이익(손실) (2,507,836,544) (21,253,152,380)

당기순이익(손실) (25,803,273,658) (42,329,11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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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 기 제 20 기

기타포괄손익 6,816,609,256 460,787,490

총포괄손익 (18,986,664,402) (41,868,329,843)

 

포괄손익계산서

제 21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제 20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단위 : 원)

　 제 21 기 제 20 기

매출액 37,870,890,314 45,177,840,343

매출원가 39,484,492,737 46,868,286,870

매출총이익 (1,613,602,423) (1,690,446,527)

판매비와관리비 11,687,704,098 11,570,693,504

영업이익(손실) (13,301,306,521) (13,261,140,031)

금융수익 147,876,673 25,071,688

금융비용 3,528,421,311 3,454,778,870

기타영업외수익 1,581,343,411 2,768,772,603

기타영업외비용 7,215,412,032 5,211,245,22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2,315,919,780) (19,133,319,834)

법인세비용 　 101,874,876

계속영업이익(손실) (22,315,919,780) (19,235,194,710)

중단영업이익(손실) (2,822,069,304) (21,276,991,494)

당기순이익(손실) (25,137,989,084) (40,512,186,204)

기타포괄손익 6,770,605,706 148,716,035

총포괄손익 (18,367,383,378) (40,363,470,169)

 

(2) 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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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재무상태표

제 21 기          2020.12.31 현재

제 20 기          2019.12.31 현재

(단위 : 원)

　 제 21 기 제 20 기

자산 　 　

　유동자산 60,073,878,054 46,385,957,58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140,829,458 13,747,875,935

　비유동자산 42,983,336,222 57,092,010,095

　자산총계 104,198,043,734 117,225,843,618

부채 　 　

　유동부채 32,030,978,826 62,344,306,274

　매각예정비유동부채 1,205,172 　

　비유동부채 21,818,922,136 27,389,275,734

　부채총계 53,851,106,134 89,733,582,008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50,307,333,689 26,938,139,332

　　자본금 36,024,817,500 26,138,060,000

　　자본잉여금 102,131,686,445 70,264,508,880

　　기타자본구성요소 6,282,869,724 39,602,445

　　이익잉여금(결손금) (94,132,039,980) (69,504,031,993)

　비지배지분 39,603,911 554,122,278

　자본총계 50,346,937,600 27,492,261,610

자본과부채총계 104,198,043,734 117,225,843,618

재무상태표

제 21 기          2020.12.31 현재

제 20 기          2019.12.31 현재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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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 기 제 20 기

자산 　 　

　유동자산 58,372,319,477 46,376,468,39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139,624,286 13,747,875,935

　비유동자산 41,153,978,564 54,842,687,035

　자산총계 100,665,922,327 114,967,031,365

부채 　 　

　유동부채 28,905,663,952 62,074,743,585

　비유동부채 20,971,014,839 25,577,001,258

　부채총계 49,876,678,791 87,651,744,843

자본 　 　

　자본금 36,024,817,500 26,138,060,000

　자본잉여금 102,189,909,646 70,322,732,081

　기타자본구성요소 6,355,174,441 155,905,927

　이익잉여금(결손금) (93,780,658,051) (69,301,411,486)

　자본총계 50,789,243,536 27,315,286,522

자본과부채총계 100,665,922,327 114,967,031,365

5. 이사 및 감사 현황

(1) 재직 임원현황

구 분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상 근(등기) 최인권 대표이사 경영전반 총괄 취임 : 2017.03.31

상 근(등기) 김현제 전무이사 경영지원 취임 : 2018.11.30

비상근(등기) 김영태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취임 : 2018.03.30

비상근(등기) 김용석 사외이사 사외이사 취임 : 2016.03.28

비상근(등기)  지영훈 사외이사 사외이사 취임 : 2020.09.25

상 근(등기) 신용각 일시감사 감사 - 

※ 상기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기임원에 한해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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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주 주 명 주 식 수 소유비율(%) 비 고

㈜케플러밸류파트너스 16,103,101 22.4 -

특수관계인 13,025,845 18.0 -

합 계 29,128,946 40.4 -

※ 상기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7.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20.12.31 )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최초취득

일자

출자

목적

최초

취득

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

산

당기

순손익수량 금액

(주)메가

프로브
2018.05.24

관계

기업
1,500 373 45.5 1,350 - - -1,350 373 45.5 - 933 -2,258

 

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제공받은 지급보증

① 보증기관 등

(단위: 천원)

제공자 보증상대처 보증내용 보증금액

서울보증보험 거래처 이행보증보험 등 5,780,714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차입금 보증 1,472,000

합   계 7,252,714

② 최대주주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연대보증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으로 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연대보증처 보증금액

기업은행                5,472,000

수출입은행 USD 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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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연대보증처 보증금액

최대주주 등 산업은행                3,000,000

기술보증기금                1,472,000

합   계
9,944,000

USD 4,200,0000

 (2) 그 밖의 우발채무

  1) 담보제공 내역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제공처 담보제공내역 담보설정액

토지,건물(아산) 2,511,931 기업은행 차입금 담보 1,400,000

토지,건물(동탄) 15,422,185
농협은행 차입금 담보 7,200,000

산업은행 기타 채무 3,810,000

기계장치(동탄) 4,084,447 산업은행 차입금 담보 1,000,000

재고자산 USD 4,550,000 수출입은행 차입금 담보 USD 4,550,000

장기금융상품 600,000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 담보 600,000

합  계
22,618,563

USD 4,550,000

14,010,000

USD 4,550,000

 2) 차입약정 한도

(단위: 천원)

금융기관 대출종류 한도설정액

기업은행 운전자금 5,740,000

농협은행
무역금융 1,680,000

시설자금 2,999,940

산업은행 시설자금 2,500,000

수출입은행 무역금융 USD 3,500,000

합  계
      12,919,940

USD 3,500,000

9. 결산기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1)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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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가압류

1. 사건의 명칭 채권가압류 사건번호 2021카단10035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동진세미켐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동진세미켐 

- 채무자 : 주식회사 기가레인 

-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우리은행 

             2. 중소기업은행 

             3. 주식회사 신한은행 

-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

압류한다. 

-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물품대금 반환채권 3,072,597,000

원 + 손해배상채권 1,127,594,710원 

- 청구금액 : 금 4,200,191,710원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4,200,191,710 

자기자본(원) 28,064,615,625 

자기자본대비(%) 15.0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

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

2100454719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850,000,00

0원을 공탁(2021.01.28, 서울서부지법공탁관, 2021금88

7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7. 향후대책 

- 본 가압류 결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

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품대금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은 근거가 없으며 

부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

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2-01 

9. 확인일자 2021-02-04

   2)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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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가합5068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191,710원 및 그 중 921,987,000원

에 대하여는  2018.10.2.부터, 2,150,610,000원에 대하여는 2

019.2.28.부터, 1,127,594,710원에 대하여는 2019.12.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200,191,710 

자기자본(원) 28,064,615,625 

자기자본대비(%) 15.0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향후대책 

- 본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사는 신청인이 주장

하는 물품대금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은 근거가 없으며 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

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1-18 

8. 확인일자 2021-02-17

10. 기타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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