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 Notice of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Sale of Shares  

 

SNK Corporation (“the Corporation”) has approve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sale of shares at the Corporation’s board meeting held by the Corporation on June 14, 

2022 under Article 179(3)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upon notification of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sale of shares by the Corporation’s controlling shareholder, 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  

Accordingl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lans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sale of shares against 

the entirety of the issued shares owned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as of July 27, 2022, and the 

Corporation publicly announces the following facts at the reques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nouncemen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Request for Sale 
of Shares  

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 (hereinafter “EGDC”)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SNK Corporation (hereinafter “Corporation”), which owns 202,566 shares 

of the common stock (96.18%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and under Article 

179(1)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the Corporation intends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sale of shares (hereinafter “this Sale Request”) and to wholly own Corporation as 

a 100% subsidiary.   

 

We hereby announce as follows.  

 

1. Subject of the Exercise of the Sale Request  

 

EGDC’s Sale Request concerns the entirety of the issued shares of the Corporation 

(3.82%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other than those held by EGDC, hereinafter 



the “Shares”). 

 

2. Date of Acquisition of the Shares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Shares by EGDC pursuant to the Sale Request is July 27, 

2022.  

 

3. Purchase Price and Expected Date of Payment  

 

As consideration for the sale shares, EGDC will distribute and deliver payment to the 

selling shareholders in an amount corresponding to KRW 3,719,700 per common stock 

of the Corporation. This amount is the same as the price of the tender offer previously 

executed by EGDC in Korea and Japan. At the time of the execution of the tender offer, 

EGDC requested a third-party appraiser to calculate the value of the Shares and 

obtained a valuation report in order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the tender offer pric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is valuation is disclosed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and statement of opinion of the above-mentioned tender offer.  

 

On a related note, as you are a holder of KDR issued in Korea throug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hereinafter “KSD”) with the shares of the Corporation as the 

underlying assets, you will receive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KRW 37,197 

per each KDR held through the KSD, the depository agency. The distribution of the 

sale price pursuant to the Sale Request will be made within several days after the above-

mentioned acquisition date of the Shares. 

 

4. Purpose and Progression of the Sale Request 

 

EGDC has determined that in order to grant the shareholders the opportunity to recover 

investment funds and reduce the shareholder management cost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orporation’s governance through conversion of the Corporation into 

a wholly-owned subsidiary through the Sale Request, it is necessary that it exercises 

the Sale Request as to minority shareholders under Article 179-2(1)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Subsequently, EGDC notified the Corporation as to the Sale Request on June 14, 2022, 

under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On the same day of the 

notificati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convened under Article 179(3), 

Paragraph 3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to approve of the Sale Request, judging 

that the conversion of the Corporation into a wholly-owned subsidiary through the Sale 

Request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the Corporation’s company value and that 

the selling shareholders’ interests are not being harmed given the considerable price of 

the Sale Request.  

 

On a related note, following KSD’s recommendations for protecting KDR investors, 

the Corporation held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April 14, 2022 

and approved of the exercising of the Sale Request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rough a special resolution.  

 

5. Effect of the Sale Request and the Sales Procedure 
 

By EGDC’s exercise of the Sale Request, legal relations equivalent to that created by 

a purchase agreement over the Shares entered into by and between EGDC and 

shareholders are established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Shares, under Article 

179-9(1) of the Japanese Companies Act, and the transfer of the entire Shares owned 

by the shareholders from the shareholders to EGDC becomes effective.  

 

In principle, the Corporation’s shareholders, as they receive the purchase price paid by 

EGDC, must simultaneously deliver the stock certificates in their maintenance to 

EGDC. If you do not deliver the stock certificates to EGDC, the share certificates may 



be nullified on the date of the relevant shareholders’ receipt of the purchase price or the 

date EGDC deposits the purchase price with the court. 

 

Relatedly, in the event of holding of KDR (if the transaction was made through 

KOSDAQ, it is deemed to mean holding of KDR, unless a separate process of 

conversion into original stock has been conducted), as the KSD is the owner of the 

Corporation shares corresponding to the relevant KDRs, EGDC shall have fulfilled its 

obligation of paying the purchase price by paying the entirety of the price to the KSD. 

Upon such payment, the Corporation shares corresponding to the relevant KDR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EGDC. The KSD will thereafter provide 

payments to the holders of KDR for the KDRs in their  possession in the amount 

calculated using the ratio of KRW 37,197 per 1 KDR in accordance with the 

Corporation’s policy for delivering dividend assets, and concurrently, each KDR the 

holders of KDR hold will be automatically cancelled. 

 

6. Miscellaneous 

Any questions regarding the exercise of the Sale Request and the purchase of the Shares 

therefrom should be directed to SNK Corporation’s Seoul Office (02-6925-4042). 

 

 

June 24, 2022 

 

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 

General Manager   Abdullah Abdulrahman Alayadh 

  



제목: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공고 

 

주식회사 SNK(“당사”)는 당사의 지배주주인 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 가 주식매

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함에 따라, 2022. 6. 14. 일본 회사법 제179조의3 제3항에 따라 개최된 회사

의 이사회에서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승인 하였습니다. 

이에 지배주주는 2022. 7. 27. 자로 소수주주가 보유한 당사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식매도청

구권을 행사할 예정인 바, 당사는 지배주주의 요청에 따라 아래 사실을 공고합니다.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공고 

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당사”) 는 주식회사 SNK (이하 “회사”)의 

보통주식 202,566주 (발행주식총수의 96.18%)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일본 

회사법 제1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이하 “본 매도청구”)을 행사하여 회사를 100% 자회사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본 매도청구 행사 대상 

 

본 매도청구의 대상은 회사의 발행 주식 전체(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3.82% 상당, 이하 “본건 주식”)입니다. 

 

2. 본건 주식 취득일 

 

본 매도청구에 따른 당사의 본건 주식 취득일은 2022년 7월 27일입니다. 

 



3. 매매대금 및 대금 지급 예정일 

 

당사는 매도 주주에게 매도 주식의 대가로 그 소유하는 회사 보통주식 1주당 

3,719,700원의 금전을 배정 교부합니다. 해당 금액은 당사가 한국 및 일본에서 

기진행한 공개매수가격과 동일합니다. 당사는 공개매수 진행 당시 

공개매수가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산정기관에 본건 주식의 가치 

산정을 의뢰하여 산정보고서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가치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공개매수에 관한 공개매수신고서 및 의견진술보고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편, 회사 발행 주식을 원천자산으로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하 “KSD”)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이하 “KDR”)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KDR 

소유자는 예탁기관인 KSD를 통하여 소유 중인 1 KDR당 37,197원을 곱한 금액을 

분배 받게 됩니다. 본 매도청구에 따른 매도 대금 분배는 위 본건 주식 취득일 

이후 수일 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본 매도청구의 목적 및 경과 

 

당사는 본 매도청구를 통하여 회사 주주들에게 투자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회사의 완전 자회사화를 통하여 주주관리비용 절감 및 회사 

지배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 회사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소수주주들을 대상으로 본 매도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2. 6. 14. 일본 회사법 제179조의3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본 매도청구의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일본 회사법 제179조의3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본 매도청구에 의한 완전 자회사화가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이고 본 매도청구의 가격이 상당하여 매도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매도청구의 행사를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KSD의 KDR 투자자 보호를 위한 권고에 따라, 회사는 2022. 4.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지배주주의 본 매도청구의 행사를 특별결의로서 

승인하였습니다.  

 



5. 본 매도청구 행사의 효과 및 주식매매의 절차 

 

당사가 본 매도청구를 행사함으로써, 일본 회사법 제179조의9 제1항에 따라 위 

본건 주식 취득일을 기하여 발신인과 주주 간에 본건 주식과 관련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주주로부터 당사에게 주주가 보유한 

본건 주식 전부의 양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한 회사 주주의 경우, 당사가 지급하는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보관하고 있는 실물주권을 당사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물주권을 당사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주가 매매가액을 수령한 날 

또는 당사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KDR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KOSDAQ 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 별도의 원주 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KDR 소유자에 해당), 해당 KDR에 상응하는 회사 

주식의 소유자는 KSD인바, 당사는 KSD에게 매도 대가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다하고, 그 때에 해당 KDR 상당의 회사 주식은 당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KSD는 KDR 소유자가 소유한 KDR에 대하여, 1 KDR 당 

37,197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회사 배당 재산의 교부 방법에 준하여 KDR 

소유자에게 지급할 것이며, 동시에 KDR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KDR은 전량 

자동말소됩니다.  

 

 

6. 기타 

 

본 매도청구 행사 및 그에 따른 본건 주식 매매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 SNK 서울사무소(02-6925-40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4일 

 



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 

대표이사 Abdullah Abdulrahman AlAyadh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