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자각위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소마젠 KDR 소유자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부속정관 제9조 및 제16조에 의거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며, 이번 

주주총회는 당사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KSD)의 사전 일괄위임을 기준으로 

당사 KDR 소유자분들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일 출석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니,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18시까지 KSD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샹제리제센터 B동 B3층 121, 스페이스쉐어 선릉센터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19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델라웨어주 법인으로의 전환 및 본점 등록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기본 정관 및 부속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제4-1호 : 사내이사 홍수 선임의 건 (Class I) 

제4-2호 : 기타비상무이사 서정선 선임의 건 (Class I) 

제4-3호 : 기타비상무이사 안철우 선임의 건 (Class II) 

제4-4호 : 사외이사 정한성 선임의 건 (Class II) 

제4-5호 : 사외이사 김미례 선임의 건 (Class II)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당사 KDR은 당사의 보통주식을 바탕으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으로, 당사 KDR의 취급 등은 

당사와 KSD 간의 예탁계약서에 기준합니다. 당해 예탁계약서는 소마젠 홈페이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탁계약서 제34조 및 KSD의 사전 일괄위임에 의거하여 KDR 소유자는 아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서면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직접 행사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 대리 행사 

 2) KSD를 통하여 의결권 행사 신청 

 3) 2)의 경우, 동봉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신청서」에 찬반을 표시한 후, 2023년 3월 

24일(금요일) 18시까지 의결권행사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또한 기간 내에 서면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주주총회 개최 통지서, 신분증 

- 대리 행사 : 위임장 (KDR 소유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및 날인,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부속정관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는 총회 소집통지서에 지정한 한국 내의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 코로나19(COVID-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분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있거나(37.5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본 주주총회시 주총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주식회사 소마젠 

              대표이사 홍  수    (직인생략)



델라웨어주 법인으로의 전환 및 본점 등록지 변경의 건 

 

DE법인 전환 전 

본점 등록지 
1330 Piccard Drive, Suite 205, Rockville, Maryland 20850 

DE법인 전환 후 

본점 등록지 

Corporation Trust Center, 1209 Orange Street, City of Wilmington, County of New Castle,  

State of Delaware, Postal Code 19801 (Agent: The Corporation Trust Company)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 변경의 건 

 

< 기본정관 변경(안) > 

현행 (메릴랜드주 기본정관) 변경 후 (델라웨어주 기본정관) 변경 목적 

PSOMAGEN, INC. 

개정 및 재작성된 기본정관 

(AMENDED AND RESTATED ARTICLES OF INCORPORATION) 

2020. 7.15 

PSOMAGEN, INC. 기본정관 

(델라웨어주 법인) 

델라웨어주로  

본점 등록지 

변경 

1. 메릴랜드주 법인인 Psomagen Inc.는 현재 유효한 기본정

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는 바에 따라 개정 및 재작성하고

자 한다. 

2. 하기의 규정은 기본정관의 모든 규정이며, 아래와 같이 

개정 및 재작성된다. 

델라웨어주 법인인 Psomagen, Inc.의 서명인이자 설립자는 

아래의 내용을 증명한다. 

델라웨어주로  

본점 등록지  

변경 

제1절. 상호 

회사의 상호는 PSOMAGEN, INC. (“회사”)이다. 

제1조 회사의 상호는 Psomagen, Inc. (“회사”)이다.  

제2절. 등록 대리인 및 본점 소재지 

(1) 본 주에서 회사의 거주자 대리인은 Ryan W. Kim이며, 그

의 주소는 214 Gold Kettle DR. Gaithersburg, Maryland 20878

이다. 위 거주자 대리인은 본 주에서 실제 거주하는 개인이

다. 

(2) 본 주에서 회사의 주사무소 주소는 1330 Piccard Drive, 

Suite 205, Rockville, Maryland 20850이다. 

제2조 본 주에서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주소는 

Corporation Trust Center, 1209 Orange Street, City of 

Wilmington, County of New Castle, State of Delaware, Postal 

Code 19801이다. 해당 주소에서 회사의 등록된 대리인 이

름은 The Corporation Trust Company이다. 

델라웨어주로  

본점 등록지  

변경 

제3절. 회사의 목적 

회사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분석, 연구 및 개발사업(R&D)의 소유, 유지 및 운

영과 기타 적법한 목적 및 사업의 영위  

(2) 수시 개정되는 회사 및 협회에 관한 메릴랜드주 주석 법

령(Corporations and Associations Articles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 이하 “메릴랜드주 일반회사법”) 제2-103

조에 의해 허용되는 업무의 수행 

제3조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분석, 연구 및 개발사업(R&D)의 소유, 유지 및 

운영과 기타 적법한 목적 및 사업의 영위 

(2) 델라웨어주 일반 회사법(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에 따라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여하한 

적법한 행위 또는 업무의 수행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맞게 정관  

조문 변경 

제4절. 주식 

회사의 수권주식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이다. 모든 해당 

주식은 주당 액면가 0.10달러의 보통주식(“보통주식”)이다. 

(a) 의결권. 본 개정 및 재작성 기본정관(이하 개정 혹은 전

면개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본 “기본정관”) 또는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보통주식 보유자들은 주주

에게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부여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본인

이 주주명부상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한(1)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b) 청산권.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청산, 해산 또는 정리

된 경우 보통주식 보유자들은 각자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수

량에 비례하여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회사의 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회사가 다른 회사나 법인과 합병되

거나 결합된 경우 혹은 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

되거나 양도된 경우(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사의 청산, 해

제4조 회사의 수권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이다. 해

당 주식은 주당 액면가 0.10달러의 보통주식(“보통주식”)이

다.   

(a) 의결권. 본 기본정관(이후에 개정 혹은 전면 개정된 경

우를 포함하여 본 “기본정관”이라 한다) 또는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보통주식 보유자들은 일

반적으로 의결권이 부여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본인이 주

주명부상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한(1) 표를 행사할 수 있

는 권리를 갖는다.  

(b) 청산권.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청산, 해산 또는 정리

된 경우 보통주식 보유자들은 각자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수량에 비례하여 회사의 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회사가 다른 회사나 법인과 합병되거나 결합된 경

우, 회사가 전환(conversion)되는 경우 혹은 회사 자산의 전

부 또는 일부가 매각되거나 양도된 경우(그로 인해 실질적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맞게 정관  

조문 변경 



산, 정리 또는 자산의 분배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는 본 

제(b)항의 목적상 회사의 청산, 해산 또는 정리로 간주되지 

않는다. 

(c) 신주인수권.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식예탁증서(“DR”)가 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각 보통주식 보유자는 본 제(c)항 조항의 적용을 받

아 회사가 수시로 발행하는 보통주식(혹은 보통주식으로 전

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증권)(“신주”)에서 본인의 지분율에 해

당하는 수량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보통주식

이 주식의 분할, 주식배당, 전환, 분할, 교환, 재분류, 재자본

화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보통주식의 각 보유자의 지분에 비

례하여 할당된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의하는 신주로 간주되

지 아니하며, 본 (c)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의 지분율은 이사회가 신주 

발행과 관련한 발행 통지(하기 정의 참조)하기로 결정한 일

자(“신주인수권결정일”)를 기준으로 (i) 해당 신주인수권 보유

자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수량을 (ii) 모든 신주인수권 보유자

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주인수권 보유자”란 신주인수권 결정일자에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식 보유자를 의미한다.  

 

(1) 회사는 신주의 발행 또는 매도가 예정된 발행일 또는 매

도일로부터 [15영업일] 이전에 각 신주인수권 보유자들에게 

신주 발행 또는 매도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발행 통지”)하

여야 한다. 발행 통지에는 주당 예상 매도 가격 등 예정된 

발행 또는 매도의 주요 조건들을 명시되어야 한다. 

 

(2) 발행 통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영업일의 기간(“행사 

기간”) 동안 각 신주인수권 보유자는 행사 기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행사 통지를 전달하여 발행 통지에 명시된 신주를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인수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본 제(c)항에 따른 인수권을 전부 

혹은 일부 행사하지 않거나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자(들)에 대해 발행 통지에 

명시된 조건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신주인수

권 보유자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잔여 신주 수

량에 대해 예정된 발행 또는 매도를 완료할 수 있다(발행 또

는 매도가 예정된 신주의 수량을 회사가 축소한 경우는 제

외된다). 단, 그러한 발행이나 매도는 행사 기간이 종료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회사가 그러한 기간 

내에 그러한 신주의 발행 또는 매도에 실패한 경우 회사는 

본 제(c)항에 규정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4) 본 제(c)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

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c)(1)호 내지 (3)호의 절차에 의

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A)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50퍼센트(5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를 통해 발행되거나 매도

된 신주 

(B) 권리, 옵션 또는 워런트가 행사된 결과로서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C)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20퍼센트(2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 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으로 회사의 청산, 해산, 정리 또는 자산의 분배가 초래되

지 않아야 한다)는 본 제(b)항의 목적상 회사의 청산, 해산 

또는 정리로 간주되지 않는다.  

(c) 신주인수권.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식예탁증서("DR")가 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각 보통주식 보유자는 본 제(c)항 조항의 적용을 

받아 회사가 수시로 발행하는 보통주식(혹은 보통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증권)("신주")에서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량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보통

주식이 주식의 분할, 주식배당, 전환, 분할, 교환, 재분류, 재

자본화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보통주식의 각 보유자의 지분

에 비례하여 할당된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의하는 신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 (c)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주

인수권 보유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의 지분율은 이사회

가 신주 발행에 관해 정한 기준일 또는 이사회에 의해 기

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발행통지(하기 정의 참조)를 하

기로 결정한 일자("신주인수권 기준일")를 기준으로 (i) 해당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유한 보통주식의 수량을 (ii) 모든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주인수권 보유자"란 신주인수권 기준일

에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식 보유자를 의미한다. 

(1) 회사는 신주의 발행 또는 매도 예정일의 15 영업일 전

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통지(이하 “발행통지”)를 하여야 한

다. 발행통지서에는 예상 주당 예상 매도 가격 등 예정된 

발행 또는 매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발행 통지 후 15영업일(이하 “행사기간”) 동안, 각 신주

인수권 보유자는 행사기간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

로써 발행통지서에 기재된 신주를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량

만큼 인수할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3)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본 (c)항에 따른 인수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 회사는 발행통

지서에 명시된 조건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권리가 행사되지 아

니한 신주 주식의 발행 또는 매도를 완료할 수 있다(단, 발

행 또는 매도를 예정하고 있는 신주의 수를 회사가 축소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발행 또는 매도는 행

사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회사가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신주를 발행 또는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본 (c)항에 명시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4) 본 (c)항의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 (c)(1)호 내지 (c)(3)호의 절

차에 의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 또는 매도할 수 있다: 

(A)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50퍼센트(5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를 통해 발행되거나 매도

된 신주 

(B) 권리, 옵션 또는 워런트가 행사된 결과로서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C)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20퍼센트(2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 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

주 



(D) KDR의 한국거래소 상장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에 따

라 인수인 또는 수탁자의 신주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E) DR 발행을 위해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F)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20퍼센트(20%)를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I)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 (ii)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관할지역 기관

투자자, (iii) 사업 또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법인, (iv) 합작

법인, (v) 사모펀드를 포함한 미국, 한국 또는 기타 국가 기금 

또는 (vi) 이사회가 (i)~(v)에 명시된 주체들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 그 외의 주체에게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D) DR의 한국거래소 상장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에 따

라 인수인 또는 수탁자의 신주인수와 관련하여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E) DR 발행을 위해 발행되거나 매도된 신주 

(F) 발행되어 유통 중인 보통주식의 20퍼센트(2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 미국, 한국 또는 다른 국가에 주

소를 둔 금융기관, (ii) 미국, 한국 또는 다른 국가의 기관투

자자, (iii) 사업 또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법인, (iv) 합작법

인, (v) 사모펀드를 포함한 미국, 한국 또는 다른 국가의 펀

드 또는 (vi) 이사회가 (i)~(v)에 명시된 주체들과 유사한 성

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 그 외의 주체에게 발행되거나 매

도된 신주 

제5절. 이사회. 

(a) 운영. 회사의 사업과 사무는 회사의 이사회(“이사회”)에 

의해 혹은 이사회의 지시로써 운영된다. 메릴랜드주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전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수는 3인 이

상 10인 이하여야 하며 현행 이사들의 수는 이사회의 결의

에 의해 수시로 확정된다. 이사가 주주일 필요는 없다.   

(b) 이사의 해임. 적용되는 메릴랜드주 법률상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이사 또는 이사회 전체는 주주 초

과반수(아래 정의됨)의 찬성투표에 의해서만 사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해임이 가능하다. 본 기본정관의 목적상 “초과반

수”란 정족수가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회사 주주들 중 2/3 (“주주 초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단, 위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메릴랜드주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초과반수라 함은 

(i) 회사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보유자가 정족수가 충족된 

주주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해 출석하고, (ii)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보유자를 의미한다.  

(c) 결원. 이사 수 증원으로 인해 신설된 이사직 혹은 사망, 

사임, 자격 상실, 해임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이사회의 결

원은 정족수가 충족된 주주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해 

출석한 회사의 주주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해 충원

된다. 이와 같이 선출된 이사는 본인의 사망, 사임, 자격 상

실 또는 해임을 제외하고 본인이 승계한 전임 이사의 임기

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기 전

까지 재임한다. 

제5조 이사회 

(a) 운영. 회사의 사업과 사무는 이사회에 의해 혹은 이사회

의 지시로써 운영된다. 델라웨어주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전

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수는 3인 이상 10인 이하

여야 하며, 현행 이사들의 수는 이사회 결의로써 수시로 확

정된다. 이사가 주주일 필요는 없다. 

(b) 이사의 해임. 적용되는 델라웨어 법률상 강화된 의사정

족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또는 이사회 전체는 

사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주주 초과반수(아래 정의됨)의 찬

성투표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본 기본정관의 목적상 

“초과반수”란 의사정족수가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회사 주주의 총 의결권 중 2/3 이상

(“초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

서, 회사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초

과반수라 함은 (i)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주주총회에서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해 출석한 회사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ii)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를 의미한다. 

(c) 결원. 이사 수 증원으로 인해 신설된 이사직 혹은 사망, 

사임, 자격 상실, 해임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이사회의 결

원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주주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해 출석한 회사의 주주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

해 충원된다. 이와 같이 선출된 이사는 본인의 사망, 사임, 

자격 상실 또는 해임을 제외하고 본인이 승계한 전임 이사

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 요건을 만족

시키기 전까지 재임한다.  

(d) 사외이사. 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단, 

회사의 주식 혹은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회사는 이사회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

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1/4) 이상이어야 한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더 이상 사외이사의 자격이 없으며, 이사직

에서 사임한다. 

(1)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회사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일컬음. 이하, 동일)이거

나, 최근 2년 이내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이사, 임원, 감

사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자  

(2) 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주주 및 그의 배

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3) 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의 이사, 감사, 임원 

또는 직원 

(4) 회사 이사, 감사 또는 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맞게 정관  

조문 변경 



속 

(5) 회사 자회사의 이사, 감사, 임원 또는 직원 

(6) 회사와 중요한 사업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임

원 또는 직원 또는 

(7)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이사나 임원으로 근무

하는 법인의 이사, 감사, 임원 또는 직원 

(e) 서면투표 배제. 회사의 부속정관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이사의 선출이 반드시 서면투표에 의할 필요

는 없다. 

(f) 회의 참석.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의 구성

원은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 들을 수 있는 전

화 또는 기타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이사회 또는 위

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절. 의사정족수 및 주주들의 행위 

주주총회의 의사 정족수는 의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주주

이다. 본 기본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족수가 있는 경

우, 주주총회 결의(이사 선출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

음)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찬성투

표 및 총 발행주식의 1/4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단, 기본정관의 규정상 주주 초과반수의 찬성투표가 필요한 

경우거나 그 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부속정관으로 

조문 이동 

제7절.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a) 제6절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을 전

제로, 다음에 열거된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 초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다.  

(i) 이사회 구성원의 해임(제5절 제(b)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 

(ii)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iii) 회사의 분할; 

(iv)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의 취득;  

(v) 법률상 허용된 회사의 주식 또는 DR의 환매나 상환(그에 

대한 취득기간 포함). 단, (i)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주

식상여제도(equity plan) 또는 자기주식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발행된 회사의 주식 또는DR(환매나 상환 시 소각되지 않는 

주식 등) 또는 (ii) (직· 간접적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취득

한 회사의 주식 또는 DR(해당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

에 상장된 경우에 한함)을 제외함. 한편, 당해 환매나 상환으

로 인하여 자본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제7절 제(b)항 (v)에

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함; 

(vi) 이하 제7절 제(b)항 (i), (ii), 및 (iii)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으로 가중된 주주 초과반수(이하에서 정의) 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으로 제7절 제(b)항 (i), (ii), 및 (iii)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항. 

(b) (a)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부연하여, 메릴랜드 일반회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충족하는 전제로, 다음에 열거된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주 

2/3 이상의 찬성(이하 “가중된 주주 초과반수”)으로 승인된

다. 

(i) 메릴랜드주 일반회사법 제2-605(a)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으로 주주 초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지는 개정 사항을 제외한 

기본정관 또는 부속정관의 개정; 

(ii) 메릴랜드주 일반회사법 제3-105(a)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으로 주주 초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제외하고, 회

제6조 주주총회 초과반수 찬성투표를 요하는 결의사항 

델라웨어주의 관련 법률 및/또는 본 기본정관에 의해 요구

되는 찬성투표에 추가하여 회사의 주식 혹은 DR이 한국거

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아래의 사안들을 승인하기 위해

서는 초과반수의 찬성 투표가 요구된다. 

(a) 부속정관의 개정, 변경 또는 폐지 

(b) 주식 종류와 회차(series)를 불문하고 유통 주식수를 상

향 또는 하향하는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의한 재분류 

조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기본정관의 개

정 

(c) 귀책사유에 따른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이사의 해임 

(d) 회사와 다른 법인(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251(g)조에

서 정하고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완전 자회

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과의 합병을 규정한 

합병계약  

(e) 영업권과 기업 프랜차이즈를 포함하는 회사의 재산 및 

자산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에 대한 매각, 임대 또는 교환. 

단, 본 제(e)항의 목적상 회사의 재산 및 자산에는 회사의 

자회사의 재산 및 자산이 포함된다. 단, 본 제(e)항의 목적

에 한하여 “자회사”라 함은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소

유하고 지배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주식회사, 조합, 유한조

합, 유한책임조합, 유한책임 회사 및/또는 법정 신탁 등을 

포함한다.  

(f) 회사의 분할 

(g) 회사의 주식 또는 DR의 환매나 상환(그에 대한 취득기

간 포함). 단, (i)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주식상여제도

(equity plan) 또는 자기주식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발행된 회

사의 주식 또는 DR(환매나 상환 시 소각되지 않는 주식 

등) 또는 (ii) 법령상 가능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직· 간접적

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또는 DR(해

당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 한함)을 

제외한다.  

델라웨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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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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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규정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거

나 합병을 하는 경우로 회사가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완전 

자회사와의 합병 등을 포함함; 

(iii) 회사의 합병, 분할 및 존속에 의한 합병; 

(iv) 메릴랜드주 일반회사법 제3-105(a)에서 정하고 있는 사

항으로 주주 초과반수 결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제외하고, 

주식의 교환(swap), 주식이전,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과 같

이 회사의 지분구조에 포괄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계약을 어

느 타회사 또는 동 회사의 주주나 구성원과 체결하는 협약 

또는 계약으로서, 이로 인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완전자회사

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에 대한 승인; 

(v) 자본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 또는 환매; 

(vi) 회사 사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의 매각 또는 양

도, 

(vii) 회사의 자발적인 해산; 또는 

(viii) 그 외 메릴랜드주 일반회사법상 가중된 주주 초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항 

(h) 회사 자본의 감소 또는 비유통 주식의 소각(소각 예정

인 주식의 종류와 총 수량 및 소각 예정인 주식의 총 가치 

포함) 

(i) 회사의 해산  

( j) 회사가 보유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는 사채(“주식연계채권”)를 회사의 주주 외의 자에

게 발행하는 경우. (i) 단, 다음의 경우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1) 한국거래소 상장 주식 또는 DR에 관한 법

률, 규정, 규칙에 따른 공모 발행, (2) 재무적 또는 전략적 

투자자, 기관투자자, 사업제휴를 체결한 법인, 합작법인, 구

조조정기금, 이사회가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

단한 그 외의 주체에게 발행, 혹은 (3) 신기술 도입 또는 

재무 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

에게 발행; 단 (1) 내지 (3)에 명시된 각 발행은 총 $2억

(200,000,000)(발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

행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또는 (ii) 본 기본정관 제4조 

제(c)(1)항 내지 (3)항을 준수한 경우, 위 조항의 “신주”는 

“본 (ii)항의 목적상 주식연계사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k)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델라웨어주의 관련 법률 및/또는 본 기본정관에 의해 요구

되는 찬성 투표에 추가하여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

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회사가 (1) 이사 급여(퇴직금 포

함) 한도를 정하고, (2) 감사를 선임하고, (3) 회사의 감사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4) 감사에 대한 보수(퇴직급여 포함) 

한도를 정하고, (5) 회사의 주식에 대한 배당을 선언 및 지

급(회사의 분할은 제외함. 이는 상기 제(f)항에 의하여 규율

됨)하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주주총회에 직접 또

는 대리를 통해 출석한 회사의 주주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

투표가 요구된다. 

제8절. (의도적으로 생략됨) (삭제)  

제9절. 면책 

(a) 회사는 어떠한 자가 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

인이거나/이었거나 회사의 요청으로 다른 회사, 파트너십, 합

작투자회사 신탁 또는 다른 회사에서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근무하거나/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제기될 우려

가 있거나, 계류 중이거나 완료된 소, 소송 또는 절차(민사, 

형사, 행정 또는 조사(회사에 의하거나 회사의 권리로 제기

된 소는 제외함) 불문함)의 당사자였거나/이거나 당사자가 

될 우려가 있는 자를 해당 자가 선의로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되거나 최선의 이익에 반

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위하였고, 어떠한 형사 소 또는 절차

와 관련하여, 해당 자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만한 합

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소,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

하여 해당 자에게 실제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판결액, 벌금 및 합의에 지급된 금액으로부터 면책한

다. 판결, 명령, 합의, 선고에 의해 또는 불항쟁의 항변(plea 

of nolo contendere)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항변에 따른 어떠

한 소, 소송 또는 절차의 종료는 그 자체로 해당 자가 선의

로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되

거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위하지 않았고, 

어떠한 형사 소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자의 행위가 불

법이라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

는다.  

제7조 면책 

(a) 회사는 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거나/이

었거나 회사의 요청으로 다른 회사, 조합, 합작투자회사 신

탁 또는 다른 회사에서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근무하거나/하였던 사람이 그 사실로 인해 제기될 우려가 

있거나, 계류 중이거나 완료된 소, 소송 또는 절차(민사, 형

사, 행정 또는 조사(회사에 의하거나 회사의 권리로 제기된 

소는 제외함) 불문함)의 당사자였거나/이거나 당사자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선의로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

단하기에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되거나 최선의 이익에 반

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위하였고, 어떠한 형사 소 또는 절차

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만한 합

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그 사람을 해당 소, 소송 또는 절차

와 관련하여 실제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변호사 비용 포

함), 판결액, 벌금 및 합의에 지급된 금액으로부터 면책한

다. 판결, 명령, 합의, 선고에 의해 또는 불항쟁의 항변(plea 

of nolo contendere)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항변에 따른 어떠

한 소, 소송 또는 절차의 종료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선의

로 행위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회

사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위하였다거나, 

어떠한 형사 소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는 그 사람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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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 기본정관 제9절에 따른 어떠한 면책(법원이 명령하지 

않는 한)은 특정 사건에서 현재 또는 이전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면책이 해당 자가 본 기본정관 제9절에 명시

된 행위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정황상 적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만 승인된다. 그러한 결정은 해당 결정 시점

에 이사 또는 임원인 자와 관련하여 (i) 정족수 미달일지라도 

해당 소,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들이 아닌 이사들의 과반

수 의결로, (ii) 정족수 미달일지라도 해당 이사들의 과반수 

의결에 의해 지명된 이사들의 위원회에 의해, (iii) 그러한 이

사들이 없거나 해당 이사들이 그렇게 지시하는 경우 외부 

법률대리인의 서면 의견서로 (iv) 회사의 주주들에 의해 이루

어진다. 

(c) 어떠한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또는 조사 절차에서 관련

된 임원 또는 이사에게 발생한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은 해

당 소송 또는 절차의 최종 결정 이전에 지급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관련된 임원 또는 이사는 회사에게, 회사의 면책에 

필요한 근무규정(standard of conduct)을 신의 성실로써 준수

하였으며, 만일 본 제9절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면책금을 받

을 권한이 없다고 최종 판결되는 경우 해당 금원을 상환하

겠다는 확인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d) 본 제9절의 기타 조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부여된 비용의 

면책 및 선급금(advancement)은 어떠한 법률, 내규, 계약상 

비용 또는 선급금을 구하는 자들이 가지는 기타 권리, 주주 

또는 이해관계 없는 이사들 또는 다른 자들의 의결권(두가지 

모두 해당 자의 공식지위로서의 행위 및 다른 직무를 수행

하는 중에는 다른 지위로서의 행위와 관련함)을 배제하는 것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 본 제9절의 목적상, “회사”는 결과 회사(resulting 

corporation), 별도 존속이 계속되었더라면 그 이사, 임원 및 

직원 또는 대리인을 해당 구성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거나/이었거나 해당 구성회사의 요청으로 다른 회

사, 파트너십, 합작투자회사, 신탁 또는 기타 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근무하거나/하였던 어떠한 자가 

그 별도 존속이 계속되었더라면 해당 구성회사 관련하여 해

당 자가 결과회사 또는 존속회사와 관련하여 가졌을 제9절 

상의 직위와 동일한 직위를 가질 수 있도록 면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을 구성회사(구성회사의 구성회사 포함)

를 포함한다. 

(f) 본 제9절의 목적상, “기타 회사”는 직원복지제도

(employee benefit plans)를 포함하며, “벌금”은 직원복지제도

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에게 부과된 내국소비세를 포함하며, 

“회사의 요청으로 근무하는”은 직원복지제도, 그 참가자들 

또는 수익자들 관련 해당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과세하거나 이들에 의한 업무를 포함하는 회사의 이사, 임

원,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근무를 포함하며, 선의로 직원복

지제도의 참가자들 및 수익자들의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

로 판단한 방법으로 행위한 자는 본 제9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g) 제9절에 따라 제공되거나 부여된 면책 및 선급금은 승인 

또는 추인되는 시점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이

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자에 대해 지속되며 해

당 자의 상속인, 집행인 및 관리인에게도 이익이 지속된다. 

(b) 본 기본정관 제7조에 따른 어떠한 면책(법원이 명령하

지 않는 한)은 특정 사건에서 재직 중 또는 전직 이사, 임

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면책이 본 기본정관 제7조에 명시

된 행위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정황상 적절하다

고 결정되는 경우에만 승인된다. 그러한 결정은 해당 결정 

시점에 이사 또는 임원인 자와 관련하여 (i) 의사정족수 미

달일지라도 해당 소,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들이 아닌 이

사들의 과반수 의결로, (ii) 의사정족수 미달일지라도 해당 

이사들의 과반수 의결에 의해 지명된 이사들의 위원회에 

의해, (iii) 그러한 이사들이 없거나 해당 이사들이 그렇게 지

시하는 경우 외부 법률대리인의 서면 의견서로 또는 (iv) 회

사의 주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c) 어떠한 민사, 형사, 행정 조사적 소, 소송, 또는 절차에

서 항변하는 임원 또는 이사에게 발생한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은 제7조에 따라 해당 이사 또는 임원에 의해, 혹은 

이들의 대리인이, 그 사람이 회사의 면책을 받을 권한이 없

다고 최종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환하겠다

는 보증을 받은 경우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최종 처분 이

전에 회사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다. 

 

(d) 본 제7조의 기타 조항에 따라 비용의 면책 및 대납금

(advancement)을 제공 또는 부여받았다고 하여 다른 법률, 

내규, 계약상 비용의 면책 또는 대납금을 구하는 자가 가지

는 제반 권리 또는 주주 또는 이해관계 없는 이사 등으로

서 갖는 권리(두 가지 모두 그 사람의 공식지위로서의 행위 

및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그 지위로서의 행위와 관

련함)를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 본 제7조의 목적상, “회사”란 존속회사(resulting 

corporation) 및 합병에서 소멸되었지만 별도로 계속 존속

하였다면 그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해당 

회사의 요청으로 다른 회사, 조합, 합작투자회사, 신탁 또는 

기타 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근무한 자

를 그 사람이 존속회사와 관련하여 가졌을 제7조 상의 직

위와 동일한 직위를 가질 수 있도록 면책할 수 있는 권한 

및 권능을 가질 수 있었을 합병상의 구성회사(구성회사의 

구성회사 포함)를 포함한다. 

 

 

(f) 본 제7조의 목적상, “기타 회사”는 직원복지제도

(employee benefit plans)를 포함하며, “벌금”은 직원복지제도

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에게 부과된 내국소비세를 포함하며, 

“회사의 요청으로 근무하는”은 직원복지제도, 그 참가자들 

또는 수익자들 관련 해당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에

게 과세하거나 이들에 의한 업무를 포함하는 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근무를 포함하며, 선의로 

직원복지제도의 참가자들 및 수익자들의 이익이 된다고 합

리적으로 판단한 방법으로 행위한 자는 본 제7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g) 제7조에 따라 제공되거나 부여된 면책 및 대납액은 승

인 또는 추인되는 시점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더 이상 

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

도 지속되며 그 사람의 상속인, 집행인 및 관리인에게도 이

익이 지속된다. 

제10절. 개정 제8조 회사는 언제라도 그리고 수시로 본 기본정관에 델라웨어주 



회사는 언제라도 그리고 수시로 본 기본정관에 포함된 조항

을 변경, 수정,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메릴랜드주의 현행 법률에 의해 승인된 기타 조항들은 현재 

또는 장래에 법률로 규정된 방식으로 추가나 삽입이 가능하

다. 본 기본정관에 의해 혹은 그에 근거하여 주주들, 이사들 

또는 그 외의 다른 자들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권리, 우선권, 

특권은 그 성격을 불문하고 본 제10절에 유보된 권리의 적

용을 받아 부여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부속정관을 채택, 개

정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포함된 조항을 개정, 수정, 변경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유하며 델라웨어주의 현행 법률에 의해 승인된 기타 

조항들은 현재 또는 미래에 법률로 규정된 방식으로 추가

나 삽입이 가능하다. 본 기본정관에 의해 혹은 그에 근거하

여 주주들, 이사들 또는 그 외의 다른 자들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권리, 우선권, 특권은 그 성격을 불문하고 본 제8조

에 유보된 권리의 적용을 받아 부여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부속정관(Bylaws)을 채택, 개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

이 없다. 

회사법에 

맞게 정관  

조문 변경 

제11절 공정가치의 회수권(Right to receive fair value)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주식의 종류 또는 회차(Series)를 불문하고 메릴랜드주 일반

회사법 제3-202(a)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아

니한다. 단, 법률(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메릴랜드주 일반회사법 제3-202(d)조 포함)상 다른 예외규정

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262조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식의 종류 또는 회차(series)를 불문하고 델라웨

어주 일반회사법 제262조(c)항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

서 행사될 수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맞게 정관  

조문 변경 

(신설) 제10조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은 Su Hong이고, 그 주소

는 1330 Piccard Dr Suite 103, Rockville, MD 20850 USA임. 

 

(신설) 제11조 본 기본정관은 2023년 3월 31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8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이하 서명란] 

아래에 서명한 발기인은 위 기본정관이 2023년 3월 31일 

본인의 행위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 

          Su Hong 

          발기인 

 

 

 

< 부속정관 변경(안) > 

현행 (메릴랜드주 부속정관) 변경 후 (델라웨어주 부속정관) 변경 목적 

메릴랜드주 회사 

PSOMAGEN, INC. 

개정 및 재작성 부속정관 

 

일자: 2020. 12. 15 

델라웨어주 회사 

PSOMAGEN, INC. 

부속정관 

 

일자: 2023. 3. 31 

델라웨어주로 
본점 등록지  
변경 

제1조 본점 소재지 

1. Psomagen, Inc.(“회사”)의 등록 사무소 소재지는 회사의 기

본정관(“기본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회사의 

이사회(“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메릴랜드주 내

외 및 미합중국 내외의 다른 장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조 본점 소재지 

Psomagen, Inc.("회사")의 등록 사무소 소재지는 회사의 기

본정관("기본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회사

의 이사회("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델라웨어

주 또는 이외의 장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델라웨어주로 
본점 등록지  

변경 

제2조 공고의 방법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식예탁증서

(“DR”)가 한국의 증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회사 및 협회에 관한 메릴랜드주 주석 법(Corporations and 

Associations Articles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 이

하 “메릴랜드주 일반회사법”) 및 본 부속정관의 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 회사 주주에 대해 통지하는 것에 부가하여, 

한국에서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psomagen.com)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할 수 없

는 때에는 한국의 일간 경제 신문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

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각 경우, 메릴랜드주 일반회사법 

제2-504조(“메릴랜드주 전자공고요건”) 및 주주에 대한 통지 

요건에 관한 본 부속정관의 규정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제2조 공고의 방법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식예탁증서

("DR")가 한국의 증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

우, 적용되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 주주에 대해 통지하는 것에 부가하여, 한국에서의 공

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somagen.com)에 게재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할 수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한

국”)에서의 공고는 한국의 일간 경제 신문인 매일경제신문

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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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식 

1. 주권 및 액면가 

a.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은 이사회가 채택하는 형식

으로 하며, (i) 번호순으로 발행되고, (ii) 영어로 기재되며, (iii) 

(존재하는 경우) 주권번호,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명부상 주주

의 성명을 기재하고 및 (iv) 그것이 표창하는 주식 종류 또는 

회차(series)를 기재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주권은 주주의 성

명 및 주주에게 발행된 주식의 수를 기재해야 하며 (A) 이사

회 의장(“이사회 의장”) 또는 회사의 사장(“사장”) 및 (B) 회

사의 서기(“서기”)가 서명하고 법인 인감(corporate seal)이 날

인되어야 한다.  

b.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는 주당 미화 0.10달러로 

한다.  

2. 관련 법령, 기본정관 또는 본 부속정관에서 달리 규정하

지 아니하고 기존 주식에 부여된 특별 권리, 특권 또는 제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사는 이사회가 정하

거나 기본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 의결권, 자본 

환급 또는 상환, 청산 등에서 특정 조건이 부여되거나 특정 

우선권이 있거나 권리에 있어서 특별히 우선 또는 열위인 

또는 특정 권리, 특권 또는 제한 사항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3. 인수인은 주금이 전액 납입될 때까지 해당 주식의 보유자

가 되지 아니한다. 주식의 발행 대가는 금전, 부동산 또는 

다른 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등 이사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

소에 상장되는 경우, 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은 관련 인수계약

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한국”)의 법령에 따라 정한

다. 

 

 

 

 

 

 

 

 

 

 

 

4. 관련 법령 또는 본 부속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

서, 이사회는 단독 재량으로 인수인, 시기, 대가 및 조건 등

을 정하여 미발행 주식을 모집, 배정하고 동 주식에 대한 옵

션을 부여하거나 동 주식을 달리 거래, 처분할 수 있다. 주

주의 인수인수권 포기 또는 상실로 인하여 배정 및/또는 인

수되지 않은 주식이나 신주배정으로 발생한 단주는 이사회

의 단독 재량에 의한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제3조 주식   

1. 주권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은 이사회가 채택하는 형식으

로 하며, (i) 번호순으로 발행되고, (ii) 영어로 기재되며, (iii) 

(존재하는 경우) 주권번호,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명부상 주

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iv) 그것이 표창하는 주식 종류 또

는 회차(series)를 기재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주권에는 주

주의 성명 및 주주에게 발행된 주식의 수를 기재해야 하

며, (A) 이사회 의장("이사회 의장") 또는 회사의 사장("사장

") 및 (B) 회사의 서기("서기")가 서명하고 법인 인감

(corporate seal)이 날인되어야 한다.   

 

 

2. 기본정관 제4조에 규정된 보통주식의 각 보유자의 권리

에 따라 회사는 부분 납입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

행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향후 납입될 나머지 주금을 요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부 납입된 주식을 표창하기 위

하여 발행된 각 주권의 앞면이나 뒷면에는 향후 납입될 주

금 총액과 기납입 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전액 납입된 

주식에 대하여 배당 선언이 된 경우, 회사는 기납입된 실

제 주금 비율에 비례하여 부분 납입된 동종 주식에 대한 

배당을 선언한다.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회사는 완전 납입으로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회사 주식의 인수가액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정한다. 본 부속정관 제3조 제2항과 반대되는 어떠한 규정

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의 주식 혹은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신주

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

여야 한다. 

3. 기본정관 제4조에 규정된 보통주식(있는 경우)의 각 보

유자의 권리에 따라 이사회가 수시로 정한 바와 같이 액면

가 이상의 금액으로 회사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산정되는 회사 발행주식의 인수대금이나 매매대금은 이

사회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납입한다. 이사회는 현금, 유

·무형자산이나 혜택 혹은 이를 결합한 형태의 대금을 회사

에 지급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회사

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그러

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출자(즉, 현금 제외)로 지

급되는 경우, 이사회는 명망있는 감정평가회사를 통하여 

그러한 현물출자의 가치평가를 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이

를 검토하여 감정평가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않는 한 

평가회사가 제공한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이와 같이 발행

된 주식은 회사가 위 대가를 수령한 경우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자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한, 본 부속정관

의 어떠한 규정도 이사회가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분 납

입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단주를 발행할 수 있으나 단주 발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단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단주를 발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1) 단주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자가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2) 단주를 수령

할 권리가 있는 자가 결정되는 때에 그 공정가액을 현금으

로 지급하거나 (3) 모두 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주식이 되

는 가증권(scrip) 또는 워런트(warrant)가 명도 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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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a. 본 부속정관, 기본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는 그 

보유자가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달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권, 선택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연계채

권(“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b. 이사회는 발행금액, 발행가격, 만기, 수익률, 이자율, 회사

의 주식을 인수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권, 선택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조건 및/또는 주식연계채권의 기타 필요

한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c. 위 (a)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연계채권을 당시 각 주주의 

보유비율에 따라 회사의 현재 주주에게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주식연계채권을 발행

할 수 있다. 

(i) 해당 주식연계채권이 한국거래소의 주식 또는 DR 상장 

관련 법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공모되는 경우  

(ii) 발행금액 합계 미화 금 [100,000,000] 달러(발행기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주식연계채권이 (x) (i) 국

내외 금융기관, (ii) 국내·외 기관 투자자, (iii) 사업상 제휴관계

에 있는 회사, (iv) 합작투자회사, (v) 구조조정기금 또는 (vi)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i) 내지 (v)에 명시한 사업체

들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 사업체들에게 발행되거나 (y) 신기

술의 도입 또는 회사 재무구조 개선과 같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발행되는 경우. 

(iii) 해당 주식연계채권이 기본정관 제5절 제(b)항에 따라 의

사정족수가 충족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주

주 초과반수”)의 승인으로 발행되는 경우. 

d. 주식연계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부속정관에서 정하

지 아니한 조건의 경우에는 주주 초과반수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주가 완전한 주식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기명

식(증서로 표창되거나 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함) 또는 무기

명식(증서로 표창됨) 가증권 또는 워런트를 발행한다.  

5.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부속정관의 조항에서 달리 정하

지 않는 한, 이사회는 그 재량으로 이사회가 단독 재량으

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제3자에게 미발행 주식을 

부여, 할당, 옵션을 부여하거나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상실, 또는 새로운 주식의 

할당으로 인한 모든 미배정/미인수 주식 및 단주는 이사회

의 재량에 의해 처분된다. 

6.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a. 기본정관 제6조 ( j)항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까지 이사회

는 그 보유자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

채(“주식연계채권”)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b. 기한부 또는 무기한부, 주식연계채권의 전환이나 행사 

시 회사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주식대금(그 산정방법 포

함)의 지급시기, 기한 및 액수 등의 조건은 주식연계채권

의 발행을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가 결의한 바에 따르며,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은 모든 경우에 있어 그러한 주식연계

채권의 입증서류에 규정되거나 준용되는 바에 따른다. 주

식연계채권의 전환이나 행사에 따라 발행되는 회사의 주식

에 대한 수취대금은 액면가 이상의 가액으로 한다. 

c.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기본정관 제6조 ( j)항 및 본 부속정관에서 규정되는 바에 

따라, 주식연계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부속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들의 초과반수(이하 정의됨)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d. 부속정관의 목적상 “초과

반수”라 함은 기본정관에 규정된 의미를 따른다. 

제4조 기준일 

이사회는 (i)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

결권을 행사하거나, 총회 없이 안건에 동의하거나 (ii) 배당금

을 받거나 (iii) 여하한 권리의 배분을 받거나 (iv) 기타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한 행사일로부터 10일 이상 90일 미만 이전의 날

을 기준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준일로부터 최소 2주전까지 

기준일에 대하여 공고한다.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의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메릴랜드주 일반회사법이 허용

하는 한도에서, 본 부속정관 제4조에 따른 기준일은 대한민

국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제4조 기준일  

1.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

결권을 행사하거나, 총회 없이 안건에 서면으로 동의하거

나, 배당금, 기타 분배금, 또는 여하한 권리를 배정받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은 이를 

정하는 결의일보다 빠른 날이 될 수 없다. (i) 주주총회 소

집 또는 연기의 통지를 받을 주주의 경우,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소집일로부터 

10일 이상 60일 미만의 날을 기준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기준일을 지정하면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해

당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을 권한을 가진 주주가 해당 주

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가 되며, (ii) 주주총회 없

이 회사의 안건에 서면결의를 할 주주를 정하는 경우, 그

러한 기준일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

의 날을 기준일로 지정해야 하며, (iii) 기타 조치의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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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날을 기준일로 지정해야 한

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의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된 경우, 관련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본 부

속정관 제4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일은 대한민국 관련 법

령 및 본 제4조 제4항을 준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2. 이사회가 기준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 (i)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통지 교부일 직전일의 영

업시간 종료시로 하거나 혹은 통지되지 않은(waived) 경우

에는 주주총회 개최일 직전일의 영업시간 종료시로 한다. 

(ii) 총회 없이 서면으로 회사 조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한을 가진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한, 관

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이미 취했거나 향후 취할 예정인 

조치가 기재된 서명된 서면 동의서가 회사에 최초로 교부

된 날로 하거나,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회사의 사전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이사회가 그러한 사전 조치에 대한 

결의를 채택한 날의 영업시간 종료시로 한다. (iii) 기타 목

적을 위한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이사회가 그에 대

한 결의를 채택한 날의 영업시간 종료시로 한다.  

3.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수령하거나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

사할 등록주주를 정하는 것은 회의를 연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이사회는 연기된 회의에서 의결권

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주주를 정하기 위한 신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된 회의 소집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연기된 회의에

서 본 부속정관 제4조의 위 조항들에 따라 연기된 회의에

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확

정된 기준일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앞선 날을 기준일로 정

한다.  

4. 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DR이 한국거

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기준

일로부터 최소 2주전까지 기준일에 대하여 공고한다. 

제5조 주주명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1부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i) 각 주주의 성명 및 주소 

(ii) 각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 및 종류 

(iii) 주식과 관련하여 발행된 주권(들)의 일련번호 

(iv) 각 주주가 주주명부에 등록된 일자 

2. 주주명부는 영어로 작성한다. 

제5조 주주명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1부 이

상 보관하여야 한다.  

(i) 각 주주의 성명 및 주소  

(ii) 각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 및 종류 

(iii) 주식과 관련하여 발행된 주권(들)의 일련번호 

(iv) 각 주주가 주주명부에 등록된 일자 

2. 주주명부는 영어로 작성한다. 

 

제6조 주식의 상환 

1. 회사는 법률상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기발행 주식 또는 DR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회사는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만 회사의 주식 또는 DR을 취득할 수 있다.  

2. 위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주 

2/3(이하 “가중된 주주 초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법률상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서 (a) 발행된 주식을 

주식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후 소각하거나 (b) 원주

전환 및 주식소각 목적을 위하여 DR을 취득할 수 있다. 해

당 주주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이 결의되어야 한다. 

(i) 소각 대상 주식의 종류와 총 수 

(ii) 소각을 위해 취득되는 주식의 총 가치 

(iii) 회사의 주식 또는 DR(해당되는 경우에 따름) 취득기간. 

제6조 주식의 상환, 자사주, 주식의 소각  

1. 기본정관 제6조에 따라 회사는 기발행 주식 또는 DR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자본잠식이 되거나 위와 같은 

매수 또는 상환에 따라 자본잠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는 현금이나 기타 재산으로 자기주식이나 DR을 매수 또

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이 그 취득에 따라 소각되고 회사의 자본이 

감소되는 경우, 자기주식이나 DR을 환매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 

2.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능한 이익의 한

도 내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회사의 주식 또는 DR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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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취득 기간은 주식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

진 날이 속한 사업연도 바로 다음 사업연도의 정기 주주총

회 종료 시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

는 회사의 주식상여제도(incentive compensation plan) 또는 

그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발행된 회사의 주식 또는 DR을 자

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주식상여제도 또는 부여계약에 

따라 회사가 박탈(forfeiture) 또는 환매(repurchase)를 통해 

재취득한 주식 또는 DR은 (본 부속정관의 규정에 따라 달리 

소각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소각되지 아니한다.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선택권 보유자에 대해 이사회가 정한 대가 및 조

건으로 회사로부터 여하한 종류의 주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여하한 종류의 또는 회차(series)의 주식 또는 

DR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stock option plan)나 계약을 채택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

권 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주식의 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십오 퍼센트(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나 계약은 다른 사항들과 더불어 해

당 계획이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해당 계획이나 계

약에 의해 발행 또는 매도되는 주식의 종류 및 가격, 피용자

가 인수 또는 매수하는 주식 또는 (해당되는 경우)DR의 수

량, 그에 대한 지급방법, 주금이 완납될 때까지의 권리 유보, 

고용관계 종료의 효과, 고용관계 종료 시 회사의 해당 주식 

또는 (해당되는 경우)DR에 대한 매수권 또는 매수의무, 주식 

양도의 제한, 계획의 시한 및 종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주식

매수선택권 제도 및 회사 주식 또는 DR의 매수를 위한 여하

한 선택권의 부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에 적용되

는 한국 법령 및 기본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선택권 보유자에 대해 이사회가 정한 대가 및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여하한 종류의 주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라 회사의 여하한 종류 또는 회차(series)의 주식 또

는 DR을 이사회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수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stock option plan)나 

계약을 채택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따라 배정

되는 주식의 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십오 퍼센트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나 계약은 다른 사항들과 더불어 

해당 계획이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해당 계획이

나 계약에 의해 발행 또는 매도되는 주식의 종류 및 가격, 

피용자가 인수 또는 매수하는 주식 또는 (해당되는 경우) 

DR의 수량, 그에 대한 지급방법, 주금이 완납될 때까지의 

권리 유보, 고용관계 종료의 효과, 고용관계 종료 시 회사

의 해당 주식 또는 (해당되는 경우) DR에 대한 매수권 또

는 매수의무, 주식 양도의 제한, 계획의 시한 및 종료에 대

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주

식매수선택권 제도 및 회사 주식 또는 DR의 매수를 위한 

여하한 선택권의 부여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에 적용되는 한

국 법령 및 기본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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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식의 양도가능성 

1. 회사 주식의 양도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의해 직접 또는 

그 주주로부터 적법하게 수권받은 대리인에 의해 해당 주식

을 표창하는 주권(들)이 말소를 위해 제출된 경우에 주주명

부에 기록된다. 이러한 양도 시,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요

구하는 바에 따라 서명의 진정성, 양도권 및 양도세의 지급

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배서 또는 교부되는 적법하게 체

결된 양도증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나 그 계약의 대상인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2.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모든 목적에 있어서 해당 주

식의 완전한 소유자로 대우할 권리를 가지며, 주식의 양도가 

1933년 미합중국 수정 증권법에 의해 공포된 S규정

(Regulation S)의 규정을 포함하는 미합중국 증권법(“증권법”)

의 관련 규정, 본 부속정관, 기본정관 또는 메릴랜드주 일반

회사법 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

가 주식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자의 

주식에 대한 법률상, 형평법상 권리 또는 기타 청구나 권리

를 인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특히, 회사의 주

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회사

의 주식 또는 DR이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

다면, 회사는 해당 거래가 증권법상의 등록 요건의 예외로 

제8조 주식의 양도가능성  

1. 회사 주식의 양도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의해 직접 해

당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들)이 말소를 위해 제출된 경우

에 주주명부에 기록된다. 이러한 양도 시, 회사 또는 그 대

리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서명의 진정성, 양도권 및 양

도세의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배서 또는 교부되는 

적법하게 체결된 양도증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상기 사항

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나 그 계약의 대상인 

주식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및 그 계약에 따르지 않

고는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2. 회사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서 허용된 최대 범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모든 목적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완

전한 소유자로 대우할 권리를 가지며, 주식의 양도가 S규

정(Regulation S)을 포함해 1933년 미합중국 수정 증권법("

증권법")의 관련 규정, 본 부속정관, 기본정관 또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 회사가 주식양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

한 자의 주식에 대한 법률상, 형평법상 권리 또는 기타 청

구나 권리를 인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특히,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

지 아니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거래가 증권법상의 등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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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거나 또는 증권법상의 등록 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 거주자에게 회사 주

식 또는 DR을 모집 또는 모집하는 제안을 하거나 매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회사는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거래된 주식 또는 DR과 관련한 모든 법률상, 형평법상 

권리 또는 기타 청구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

다. 

건의 예외로 인정되거나 또는 증권법상의 등록 요건 적용

을 받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 거주

자에게 회사 주식 또는 DR을 모집 또는 모집하는 제안을 

하거나 매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회사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범위에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거래된 주식 또는 DR과 관련한 모든 법률

상, 형평법상 권리 또는 기타 청구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제9조 재발행 및 처분 

회사는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다고 주장되는 기발행 주

권 대신 신규 주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러한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주권의 보유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러

한 주권의 주장되는 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나 신규 주권

의 발행에 따라 회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에 대하여 회

사를 면책하기에 충분한 보증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따름  

제9조 주주총회 

1. 개최장소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모든 주주총회는 총회 소집통지서에서 지정한 한국 내

의 장소에서 개최된다. 회사의 주식 또는 DR가 한국거래소

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모든 주주총회는 회사의 

본사 또는 총회 소집통지서에서 지정한 기타 장소에서 개최

된다. 

2.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각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개

최되며, 주주들은 해당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

하고 기타 소관 안건을 처리한다. 

 

3.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는 (i) 사장,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나 기타 

임원들에 의하여, (ii) 감사위원회의 서면 요청에 의해 이사회

에 의하여, (iii) 회사의 발행주식의 삼 퍼센트(3%) 또는 연속

되는 6월의 기간 동안 일점오 퍼센트(1.5%) 이상을 보유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주주

들에 의하여, (iv)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한국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또는 (v) 법령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 

제10조 주주총회 

1. 개최장소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모든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정되고 주

주총회 소집통지서에서 명시된 한국 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다.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모든 주주총회는 회사의 본사 또는 주주

총회 소집통지서에서 지정한 기타 장소에서 개최된다. 

2.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각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일시에 개최되며, 주주들은 해당 주

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고 기타 소관 안건을 

처리한다.  

3.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는 (i) 사장,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나 기타 

임원들에 의하여, (ii) 감사위원회의 서면 요청에 의한 이사

회에 의하여, (iii) 회사의 발행주식의 삼 퍼센트(3%) 또는 

연속되는 6월의 기간 동안 일점오 퍼센트(1.5%) 이상을 보

유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주주들에 의하여, 사장이나 서기에 의하여 (x) 한국

거래소 상장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한국 법령에서 명시적으

로 정한 바에 따라, 또는 (y) 기타 적용되는 법령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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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도적으로 생략됨] 

(삭제)  

제11조 

[의도적으로 생략됨] 

제11조 

[의도적으로 생략함] 

 

제12조 소집통지 

1.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시간, 장소 및 목적을 특정하는 서면의 소집

통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0일전

부터 90일 전 사이에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의 각 주주 및 법률에 의해 소집통지가 

요구되는 기타 주주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상술한 바와 

같은 통지 방법에 추가하여, 회사는 본 부속정관에 따른 전

자적 수단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수령에 동의한 주주들

에게 본 부속정관에서 정한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 공고하고, 

회사의 의결권부 주식 총수의 1% 이하를 실질적으로 보유

제12조 소집통지  

1.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여하한 조치가 요구되거나 허용된 

경우, 주주총회의 날짜, 시간, 장소를 특정하는 서면의 소

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위 주주총회 통지를 수령

할 권리가 있는 주주에 대한 기준일과 위 주주총회에서 의

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결정할 기준일이 다른 경우 의결권

을 행사할 주주에 대한 기준일도 서면 통지되어야 한다. 

관련 델라웨어 법률상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기준일에 대한 통지는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전부터 60일 사이에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의 각 주주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단, 

관련 델라웨어 법률상 허용된 최대 범위에서, 회사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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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DR의 보유자에게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psomagen.com)에 게재하며, 전자식 수단에 의한 주주

총회 소집통지 수령에 동의한 주주들에게는 메릴랜드주 전

자공고요건에 따라 이러한 공고를 별도로 통지하는 방법으

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단,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집통지를 게재할 수 없

는 경우, 회사는 이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거나 (동의 주

주들에게 별도 통지함과 함께) 메릴랜드주 전자공고요건을 

준수하여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이를 동의 주주들에게 통

지함으로써 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2.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를 불문한 각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 소집 목적을 명시하고 주주총회를 소

집하는 자(들)에 의해 통지되거나 동인(들)의 지시에 의해 통

지되었음을 표시한다.   

3. 어떠한 주주총회에서 법령에 의하여 주주들이 자신의 주

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 권한의 부여를 안건으로 하고자 하

는 경우, 해당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그러한 목적과 그 내

용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

우, 소집통지는 회사 주주명부상 기재된 각 주주의 주소로 

송달하되, 주주가 사전에 회사 서기에게 다른 송달 주소지를 

지정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주소로 송달

한다. 

4.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그러한 소집통지의 발송 후 주주

총회 전에 등록 주주가 되는 자, 또는 그러한 소집 관련 회

의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하는 주주, 또는 총회 

전후에 서명된 소집통지생략동의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주주에게는 전달할 필요가 없다. 

 

 

 

 

5. 연기된 주주총회의 통지는 법령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발송할 필요가 없다.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상술

한 바와 같은 통지 방법에 추가하여, 위 서면의 소집통지

는 한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식 또

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는 위 통

지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somagen.com)에 게재

할 수 있다. 단,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소집통지를 게재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인 수단(회사의 주식 또

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금융감

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포함

함)에 총회 소집의 목적 및 총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기재

하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관할에 거주하는 회사의 의결

권부 주식 총수의 1% 이하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통지함으

로써 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 소집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자(들)에 의해 

통지되거나 동인(들)의 지시에 의해 통지되었음을 표시한

다. 

3. 기본정관 제6조에 따라 어떠한 주주총회에서 법령에 의

하여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 권한의 부

여를 안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주총회의 소집통

지는 그러한 목적과 그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소집통지는 회사 주주명

부상 기재된 각 주주의 주소로 송달하며, 선불부로 우편 

발송된 때에 발송된 것으로 본다. 

 

4. 소집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주주가 송달한 통지포

기서는 그에 게재된 시간 전후와 무관하게 통지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주가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그러한 소

집통지를 포기하는 것에 해당한다. 단, 주주가 회의의 시작 

시점에 회의가 합법적으로 소집되거나 개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분

명한 목적을 가지고 회의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회의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회의 목적은 통지포기서

에 기재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5. 주주총회가 여타 일시나 장소로 연기되거나 변경된 경

우 법에 의해 최대한 허용되는 바에 따라 연기된 회의에 

대한 통지를 송달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30일 이상 

계속 회의가 연기된다면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각 등록주주에게 연기된 회의에 대하여 통지한다. 회

의가 연기된 후 그 연기된 회의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주주를 정하기 위한 신규 기준일이 정해진 경

우 이사회는 제4조에 따라 그러한 회의 연기에 대한 통지

를 위한 신규 기준일을 정하고, 그와 같이 연기된 회의 통

지에 대하여 확정된 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연기된 회의

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각 등록 주주에게 통지

한다. 

제13조 의사정족수 및 주주총회 결의  

1.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의결권 있는 주주의 오십 퍼센

트(50)% 초과하는 수로 한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경우, 주

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이사 선임결의를 포함하며 이에 한

정되지 않음). 단, 기본정관 또는 본 부속정관의 규정에서 주

주 초과반수 결의 또는 가중된 주주 초과반수 결의를 요건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의사정족수 및 주주총회 결의  

1. 기본정관, 본 부속정관, 또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달

리 규정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의결권부 

회사 주식의 1/3을 보유한 주주가 직접 또는 대리 출석함

으로써 성립된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경우, 기본정관, 본 

부속정관, 또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의에 직접 또는 대리 출석하고 회

사의 의결권부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의 찬성으로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맞게 정관  

조문 변경 

 



 

 

 

 

 

 

 

2. 적법하게 소집 또는 개최되었으며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은 해당 의안에 투표할 수 있는 

주주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한, 주주총회 개최 이후 일부 주

주들이 퇴장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휴회 전

까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3.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주총회는 직

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주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때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단, 본 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타의 안건을 처리할 수는 없다. 

 

 

 

4. 각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그의 부재 시, 이사회 의장 또

는 이사회는 회사의 다른 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주재하도

록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는 이사일 필요는 없다. 회사의 

서기나 부서기, 또는 그들의 부재 시, 총회의 의장이 선임한 

자가 총회의 서기직을 맡는다.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

에서는 해당 총회에 적정하게 상정된 안건만 처리된다. 

한다. 단,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기본정

관, 본 부속정관 또는 해당 델라웨어 법률상 달리 규정되

어 있지 않은 경우,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 주주들의 결의

는 (i) 주주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해 출석한 회사 주

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ii)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주주들의 찬성투표로 채택된다.  

2.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적법하

게 소집 또는 개최되었으며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주주총회

에서는 주주총회 개최 이후 일부 주주들이 퇴장하여 의사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휴회 전까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3.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출석

한 주주들은 그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정족수가 출석

할 때까지 본 부속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수시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불문하고 주주

총회는 같은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서 수시로 연기한 후 

속행할 수 있다. 연기된 회의에서 회사는 기존에 다루어졌

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4. 각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 또는 사장은 총회의 의장

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그의 부재 시,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는 회사의 다른 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는 이사일 필요는 없다. 회사의 서

기나 부서기, 또는 그들의 부재 시, 총회의 의장이 선임한 

자가 총회의 서기직을 맡는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해당 

총회 통지에 기재된 안건만을 처리한다. 

제14조 의결권의 행사 

1. 이사회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만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기본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주식을 보

유한 주주명부상의 각 주주는 자신의 명의로 회사의 장부에 

등록된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4조 의결권의 행사 

1. 이사회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명

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만 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다. 

2. 기본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주총

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

명부상의 각 주주는 자신의 명의로 회사의 장부에 등록된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5조 대리권 

1.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주주총회 없이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각 주주는 대리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증서(위임장)가 주주 자신이나 서면으로 적법하게 수권된 그 

대리인에 의해 체결되어야 한다. 

 

 

 

2. 대리권은 해당 위임장에서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달리 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일로부터 11개월이 경

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위임장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회사의 기록상에 보관되어야 한

다.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DR의 경우, 대리권의 수여

나 행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에 적용되는 한국 법

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 대리권 

1. 의결권을 보유하거나 주주총회 없이 찬성 또는 반대 의

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각 주주는 대리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할 수 있다. 단, 위 대리권 증서는 

그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리권에 보다 

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행사할 수 없다. 대리권 

증서에 취소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소불가한 권한임

이 법률상 충분한 이해관계로 뒷받침되는 경우 대리권의 

취소를 할 수 없다. 

2. 주주는 회의에 출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서

기에게 대리권 철회증서 또는 보다 늦은 일자가 기재된 신

규 대리권을 교부함으로써 취소불가하지 않은 대리권증서

를 철회할 수 있다. 대리권증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서

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회사의 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DR의 경우, 대리권의 수

여나 행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에 적용되는 한국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맞게 정관  

조문 변경 

 

제16조 주주총회 결의 

1. 안건은 다음과 같이 상정된 경우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2. 주주총회 이전에: 

제16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안건  

1. 주주총회 안건: 이사 선임을 위한 1인 이상을 지명하는 

행위(각, “지명”이라 하고 2건 이상인 경우 “지명들”이라 

함)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심의할 안건(“안건”)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맞게 정관  

조문 변경 



(i) 회사의 총회 소집 통지에서,  

(ii)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또는 

(iii) 해당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1% 이

상을 보유한 등록 주주로서 본 제16조에 명시된 통지절차를 

준수하는 주주에 의하여 상정된 경우, 주주안건제안은 제16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에 의안으로써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

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회사의 

주주에 의한 안건 제안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들에 적용되는 한국 법령 및 기본정관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처리될 안건에 대한 주주의 통지   

a.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안건의 통지

는 상기 제16조 제2항 제(iii)호에 명시된 자격 있는 주주가 

다음과 같이 전달하여야 한다.  

(i) 통지는 인편 배달 또는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우편에 의

하여 회사의 본점으로 회사의 서기나 부서기를 수취인으로 

하여 전달한다.   

(ii) 동 통지는 직전 정기주주총회로부터 만 1년 경과일의 

120일부터 150일 전까지 그리고 임시주주총회 6주 전까지 

수령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i) 정기주주총회일이 

직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만 1년 경과일보다 30일 이상 

이전일 경우, 주주의 통지는 해당 정기주주총회 전 120일째 

되는 날까지 전달되거나 우송되고 수령되어야 하고, (ii) 정기

주주총회일이 직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만 1년 경과일보

다 60일 이상 경과된 날일 경우, 해당 정기주주총회일의 공

시가 최초로 이루어진 날 이후 10일 경과 시까지 전달되거

나 우송되고 수령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정기주주총회

의 연기나 그 발표로 인하여 상기의 적절한 통지 전달을 위

한 신규 기간은 개시되지 아니한다. 

 

b. 그러한 각 주주의 통지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i) 안건을 제안하는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성명 및 주소 

  

(ii) 해당 주주가 보유한 등록된 회사 주식의 종류 및 수 

(iii)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의 손실을 경감하거

나, 그의 주가변동 위험이나 이익을 관리하거나, 그의 의결

권을 증감하려는 취지나 의도로 해당 주주가 직접, 또는 대

리인을 통하여 해당 주주의 통지일 현재 체결한 계약, 협정 

또는 양해사항(파생상품 또는 매도 포지션, 이익에 대한 권

리, 헷지 거래, 차입주식 또는 대여주식 포함)의 내용 

 

 

(iv)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본 제3항 제(b)호에 따라 제

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되, 기준일 이후 10일 경과 시

까지 회사의 본점으로 회사의 서기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를 업데이트 및 보충하겠다는 해당 주

주의 서면 합의 

(v) 그러한 주주가 통지 전달 당시 등록 주주이고 통지에 기

재된 안건을 제안하기 위하여 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하고자 한다는 진술  

(vi) 제안할 결의의 전체 본문 및 그러한 안건의 처리를 원하

는 사유 등 총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의 간략한 설명  

 

의 상정은 (i) 회사의 회의소집통지(또는 그 부속서류)에 따

라(단, 회사의 이사들이나 이사회 구성원들의 선임에 관한 

회의소집통지에는 본건 지명들이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

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ii) 이사회에 의하여 또는 이

사회의 지시에 따라 또는 (iii) 제16조에 규정된 통지가 서

기에 교부된 시점에 회사의 등록 주주로서 회의에서 의결

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본 부속정관 제16조상의 통

지 절차를 따르고 있는 주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고 있는 DR이 한국거래소

에 상장되어 있는 한, 본건 지명들과 주주들이 상정할 안

건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

령 및 기본정관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주주의 주주총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의 통지 

a. 본 부속정관 제16조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에 적법하

게 상정한 본건 안건에 대하여,   

 

(i) 통지는 인편 배달 또는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회사의 본점으로 회사의 서기나 부서기를 수취인으

로 하여 전달한다.  

(ii) 통지는 직전 정기주주총회로부터 만 1년이 도래하는 

시점 이전 90일째 되는 날의 영업시간 종료 시부터 직전 

정기주주총회로부터 만 1년이 도래하는 시점 이전 120일

째 되는 날의 영업시간 종료 시 사이의 기간 중에 송달되

어야 한다(단, 정기 주주총회일이 그러한 만 1년이 도래하

는 시점 전 30일 이전 또는 만 1년이 도래하는 시점 이후 

70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통지는 그러한 정기주주

총회일 이전 120일째되는 날의 영업시간 종료 시부터 정

기주주총회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또는 회사가 회의예

정일을 최초로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의 영업시

간 종료 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어떠한 경우든 정기주주

총회의 연기나 중단 발표로 인하여 상기의 적정한 통지 전

달을 위한 신규기간(또는 기간 연장)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b. 위 각 주주의 통지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i) 지명을 하거나 안건을 제안하는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

주의 성명 및 주소  

(ii) 그러한 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종류 및 수 

(iii)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그러한 주주의 손실을 경

감하거나, 그의 주가변동 위험이나 이익을 관리하거나, 그

의 의결권을 증감하려는 취지나 의도로 해당 주주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주주의 통지일 현재 체결한 계

약, 협정 또는 양해 사항(파생상품 또는 매도 포지션, 이익

에 대한 권리, 헷지거래, 차입주식 또는 대여주식 포함)의 

내용  

(iv)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제16조 제2항 제b호에 따라 제

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되, 기준일 이후 십(10)일 경

과 시까지 회사의 본점으로 회사의 서기에게 그러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업데이트 및 보충하겠다는 해당 주주의 

서면 동의  

(v) 그러한 주주가 통지 전달 당시 등록 주주이고 지명이

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

하여 출석하고자 한다는 진술  

(vi) 제안할 안건(있는 경우)의 전체 본문 및 그러한 안건의 

상정을 원하는 사유 등 총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의 간

략한 설명 및  

 



(vii) 주주가 그러한 안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하한 이해

관계  

c. 총회의 의장은 어느 주주가 상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기각할 수 있

다.  

 

 

 

 

d. 전술 조항들은 본 부속정관에 명시된 주주의 이사 지명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사의 선임.   

a. (i) 이사회 또는 (ii) 이사 선임에 대하여 해당 총회에서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본 제16조에 명시된 통지절차를 준수한 주주에 의하여 지명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자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전술한 제(ii)목은 주주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어

떠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지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다. 

b. 이사 선임을 위한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피지명인

으로 열거되지 않은 자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전술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시의 적절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 통지는 인편 배달 또는 등기우

편이나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회사의 본점으로 회사의 서

기나 부서기를 수취인으로 하여 한다.   

c. 동 통지는 직전 정기주주총회로부터 만 1년 경과한 날로

부터 120일~150일 전에 수령되어야 한다. 상기 사항에도 불

구하고, (i) 정기주주총회일이 직전 정기주주총회로부터 만 1

년 경과한 날보다 30일 이상 이전일 경우, 주주의 통지는 해

당 정기주주총회 전 120일째 되는 날까지 전달되거나 우송

되고 수령되어야 하고, (ii) 정기주주총회일이 직전 정기주주

총회로부터 만 1년 경과일보다 60일 이상 이후일 경우, 해

당 정기 주주총회일의 공시가 최초로 이루어진 날 이후 10

일 경과 시까지 전달되거나 우송되고 수령되어야 한다. 어떠

한 경우든 정기주주총회의 연기나 그 발표로 인하여 상기의 

적정한 통지 전달을 위한 신규 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d. 위 각 주주의 통지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i) 이사 선임을 제안하는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성명 및 

주소  

(ii) 해당 주주가 보유한 등록된 회사 주식의 종류 및 수  

(iii)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의 손실을 경감하거

나, 그의 주가변동 위험이나 이익을 관리하거나, 그의 의결

권을 증감하려는 취지나 의도로 해당 주주가 직접, 또는 대

리인을 통하여 해당 주주의 통지일 현재 체결한 계약, 협정 

또는 양해사항(파생상품 또는 매도 포지션, 이익에 대한 권

리, 헷지 거래, 차입주식 또는 대여주식 포함)의 내용  

(iv)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본 제4항 제(d)호에 따라 제

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되, 기준일 이후 십(10)일 경과 

시까지 회사의 본점으로 회사의 서기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를 업데이트 및 보충하겠다는 해당 

주주의 서면 합의  

 

 

(v) 그러한 주주가 통지 전달 당시 등록 주주이고 통지에 기

재된 자나 자들을 지명하기 위하여 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

(vii) 해당 안건 관련 해당 주주가 가지는 이해관계 

 

c. 주주가 안건과 관련하여 본 제16조의 해당 절차를 준수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은 회의에 적절하게 상정될 수 

없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장은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이 본 제16조에 명시된 해당 절차에 따라 제안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된 안건이 본 제16조를 준수하지 않

는 경우, 그러한 결함이 있는 제안을 무시한다고 선언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d.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지명에 적용되지 않으며, 지명

에 적용되는 절차는 아래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다. 

 

3. 이사 지명(들)에 대한 통지 

a. 본 부속정관 제16조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에 적법하

게 상정한 본건 지명들에 대하여, 

(i) 통지는 인편 배달 또는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회사의 본점으로 회사의 서기나 부서기를 수취인으

로 하여 전달한다. 

(ii) 통지는 직전 정기주주총회로부터 만 1년이 도래하는 

시점 이전 90일째 되는 날의 영업시간 종료 시부터 직전 

정기주주총회로부터 만 1년이 도래하는 시점 이전 120일

째 되는 날의 영업시간 종료 시 사이의 기간 중에 송달되

어야 한다(단, 정기 주주총회일이 그러한 만 1년이 도래하

는 시점 전 30일 이전 또는 만 1년이 도래하는 시점 이후 

70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통지는 그러한 정기주주

총회일 이전 120일째되는 날의 영업시간 종료 시부터 정

기주주총회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또는 회사가 회의예

정일을 최초로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의 영업시

간 종료시까지 송달되어야 함). 어떠한 경우든 정기주주총

회의 연기나 중단 발표로 인하여 상기의 적정한 통지 전달

을 위한 신규기간(또는 기간 연장)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b. 위 각 주주의 통지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i) 이사 선임을 제안하는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성명 

및 주소  

(ii) 해당 주주가 보유한 등록된 회사 주식의 종류 및 수  

(iii)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그러한 주주의 손실을 경

감하거나, 그의 주가변동 위험이나 이익을 관리하거나, 그

의 의결권을 증감하려는 취지나 의도로 해당 주주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주주의 통지일 현재 체결한 계

약, 협정 또는 양해 사항(파생상품 또는 매도 포지션, 이익

에 대한 권리, 헷지거래, 차입주식 또는 대여주식 포함)의 

내용  

(iv)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제16조 제3항 제b호에 따

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 공하되, 기준일 이후 십(10)

일 경과 시까지 회사의 본점으로 회사의 서기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를 업데이트 및 보충하겠

다는 해당주주의 서면동의  

(v) 그러한 주주가 통지 전달 당시 등록 주주이고 지명이

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



인을 통하여 출석하고자 한다는 진술  

(vi) 지명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주주와 각 피지명인 또는 기

타 인(들)(그러한 자(들)를 기재) 간 모든 협정이나 양해사항

(존재 시)의 내용  

(vii) 주주가 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지명하고자 하는 각 인

과 관련하여:  

(a) 해당 인의 성명, 나이, 직장 주소 및 집주소  

(b) 해당 인의 주요 직업이나 직무 

(c) 해당 인이 보유한 등록된 회사 주식의 종류 및 수  

(d) (회사의 주식이나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

우) 당시 유효한 한국 거래소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선임을 

위하여 피지명인과 관련하여 공개되어야 할 모든 기타 정보  

(viii) 또한, 위 각 통지에는 선임될 경우 이사로 근무할 제안

된 각 피지명인의 서면 동의가 첨부되어야 하고, 그러한 동

의는 통지에 포함된 제안된 피지명인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

다는 내용의 피지명인의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e. 회사는 회사의 이사로 제안된 피지명인의 자격 및 적격성

을 판단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제안된 피지명인에 관한 

기타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f. 서기나 부서기는 시간적 요건을 충족하여 수령한 각 주주

의 통지를 이사회에 전달하여 검토 받는다. 

g. 여하한 주주가 본 제16조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

고 어떠한 자를 지명하려 할 경우, 동 인은 지명되지 않고 

해당 총회에서 입후보하지 못 한다. 이사회는 총회에 상정될 

지명안이 본 제16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를 가지고, 어떠한 지명안

이 본 제16조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이 하자 있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하여 출석하고자 한다는 진술 

(vi) 지명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주주와 각 피지명인 기타

(그러한 자(들)를 기재) 간 모든 협정이나 양해사항(존재 

시)의 내용  

(vii) 주주가 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지명하고자 하는 사

람과 관련하여  

(a) 해당 인의 성명, 나이, 직장 주소 및 집 주소  

(b) 해당 인의 주요 직업이나 직무  

(c) 해당 인이 보유한 등록된 회사 주식의 종류 및 수  

(d) (회사의 주식이나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당시 유효한 한국거래소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선임

을 위하여 피지명인과 관련하여 공개되어야 할 모든 기타 

정보  

(viii) 또한, 위 각 통지에는 선임될 경우 이사로 근무할 제

안된 각 피지명인의 서면 동의가 첨부되어야 하고, 그러한 

동의는 통지에 포함된 제안된 피지명인에 관한 정보가 정

확하다는 내용의 피지명인의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c. 회사는 회사의 이사로 제안된 피지명인의 자격 및 적격

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제안된 피지명인에 관

한 기타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d. 주주가 본 제16조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어떠

한 자를 지명하려 할 경우, 그 자는 해당 총회에서 입후보

하지 못한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장은 총회에 상정될 

지명안이 본 제16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를 가지고, 어떠한 지

명안이 본 제16조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이 하자 

있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를 갖는

다. 

제17조 이사 

1. 권한  

본 부속정관, 기본정관 및 메릴랜드주 일반회사법에 명시된 

제한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재량에 의하여 회사의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다. 

 

 

 

 

 

 

 

 

 

2. 이사의 수 

a. 승인된 이사의 수는 최소 삼(3)인으로 하며 이사회에는 

아래 언급되는 최소 2인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사외이

사 중 1인은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외이사

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b.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 

(i)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이하 동일),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

제17조 이사  

1. 권한  

회사의 업무는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고, 이사회는 

회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 기본정관 또

는 본 부속정관에 의해 주주가 행사하거나 행할 것이 지시 

또는 요구되지 않는 모든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 문단에 기재된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이사회가 어느 

이사가 그의 업무를 부당한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해당 법

률, 본 부속정관, 기본정관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 및 해

명을 요구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 또는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이사의 수  

a. 이사의 수는 기본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b. 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요건은 기본정관 제5조에 명시

된 바에 따른다.  

c. 사외이사 후보 지명 절차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을 따르

고,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한국거래소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나아가, 이사회는 이사 지명을 위한 평가 

및 추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해당 위원회

에서 행위할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동 위원

회의 설치 및 위원의 선임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승인되어야 한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맞게 정관  

조문 변경 

 

 

 

 

 

 

 

 

 

 

 

 

 

 

 

 

 

 

 

 

 

 



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자 

(ii) 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최대주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및 비속 

(iii)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임원 및 직원; 

(iv)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및 비속  

(v) 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  

(vi) 회사와 사업상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이사, 임

원 또는 직원  

(vii)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이사 또는 임원으로 있

는 다른 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 

(viii)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한국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부적격한 자 

c. 사외이사 후보 지명 절차는 관련 법령 및 메릴랜드주 일

반회사법을 따르고,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에 적용되

는 한국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후보의 선택 및 지명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

다.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2인 이상을 동 위원회 구성원으

로 지명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설립 및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은 의사정족수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원 과

반수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3. 선임 및 임기 

각 이사의 임기는, 임기 중 사망, 사임 또는 해임이 발생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 이후 두 번

째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 일자에 종료된다. 다만, 본 조

항 개정 시점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임기 중 사망, 사임 

또는 해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정기주주

총회 일자에 종료된다. 

 

 

 

 

 

 

 

4. 결원 

기본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정원의 증

가, 이사의 사망, 사임, 자격상실, 해임으로 인한 이사회의 

결원은 그 결원이 발생한 후 처음 개최되는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에 의해 충원되어야 한다.  

 

 

 

 

 

 

5. 해임 

본 부속정관 또는 기본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 초과

반수 결의로 승인하는 경우, 이사들 전부 또는 일부는 특별

3. 이사회는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에 의

해 각각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다.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델라웨어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위원회들은 한국거래소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

령 및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다. 이사회는 1인 이상

의 이사를 위원회 대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이들

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출석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

한 위원을 대체할 수 있다. 어느 위원회 위원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고 의결에 참

여할 자격이 있는 위원(들)은 정족수 충족 여부를 불문하

고 만장일치로 다른 이사를 지명하여 해당 회의에서 출석

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위원을 대리하여 행위하도록 

할 수 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그러한 위원회 설치에 대

하여 이사회 결의에서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사업

경영 및 업무에 있어 이사회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보유하

고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날인이 요구되는 모든 문서에 법

인 인감을 날인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 권한이나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i)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주주에게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치 또는 사항(이사 선임이

나 해임 제외)을 승인, 채택하거나 주주에게 권고하는 일, 

(ii) 회사 부속정관의 채택, 개정 또는 폐기하는 일, (iii) 소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선출 또는 해임하는 일 또는 

(iv)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건

을 상정하는 일. 이사회 내 각 위원회는 정기 의사록을 비

치하고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선임 및 임기 

이사를 이사회의 클래스로 나누는 이사회 결의가 발효한 

때로부터, 이사회는 클래스 I과 II로 지정된 가능한 한 그 

수가 동일한 2개 클래스로 나뉜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분

류가 발효되는 시점에 이미 재직 중인 이사회 구성원을 해

당 등급에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는다. 

클래스 I 이사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까지, 클래스 II 이사

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최초 임기를 수행한다. 2024

년 정기주주총회 이후부터 각 클래스의 이사는 선출된 후 

개최되는 두 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또는 해당 이사의 사

망, 사임, 자격상실 또는 해임에 따라 그 후임자의 선출 및 

자격이 부여될 때가지 재임한다. 이사 수가 수시로 증가하

거나 감소하는 경우, 각 클래스의 이사 수는 이사회의 결

의에 따라 가능한 한 동일하게 선임되어야 한다. 

5. 결원 

기본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정원의 증

가 또는 이사의 사망, 사임, 자격상실, 해임으로 인한 이사

직의 결원은 그러한 증가 또는 결원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결의에 의

해 충원되어야 한다. 해당 충원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각 이사는 그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해당 직을 수행한다. 단, 임기 중 사

망, 사임, 자격상실 또는 해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6. 해임 

이사들 전부 또는 일부는 기본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될 수 있다. 

 

 

 

 

 

 

 

 

 

 

 

 

 

 

 

 

 

 

 

 

 

 

 

 

 

 

 

 

 

 

 

 

 

 

 

 

 

 

 

 

 

 

 

 

 

 

 

 

 

 

 

 

 

 

 



한 사유 없이도 해임될 수 있다. 본 부속정관 또는 기본정관

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자신의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해임될 수 없다. 

6. 이사회 개최 장소 

이사회는 소집통지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으며 

소집통지서에 개최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소집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의 주사무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정되는 

장소에서 개최된다. 이사회는 전화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통

해 개최될 수 있다. 

7. 이사회; 소집통지 

a. 이사회는 사장 또는 이사 중 1인이 소집할 시 그 소집통

지서 또는 소집통지 생략동의서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된다. 

b. 법령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소집

통지는 이사의 자택이나 사무실 주소로 최소한 이사회 개최 

4일 이전에 우편으로 또는 48시간 이전에 이메일, 전화 또

는 팩스로 각 이사에게 직접 송달된다. 소집통지 또는 소지

통지 생략동의서에는 이사회의 목적이 명시될 필요가 없다. 

어느 이사가 이사회의 종료 전에 해당 이사회의 소집통지 

생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한 경우, 

동 이사는 이사회 소집통지 생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c.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이사회 이전 또는 그 개시 시에 소

집통지의 생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거

나 임시이사회 이전 또는 이후에 소집통지생략동의서를 제

출한 이사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연기된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다. 

 

 

 

 

 

8. 의사정족수 및 이사회 결의 

a. 모든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b.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고 적법하게 개최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의 과반수에 따른 행위 또는 결의는, 본 부속정관 및 

이사회 규정(Exhibit A로 첨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사회의 행위로서 인정된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 

일단 개최된 이사회는, 해당 의사정족수의 과반수에 해당하

는 이사들의 동의가 있는 한, 그 이후 일부 이사들이 퇴장하

는 경우에도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c. 이사회에 출석한 과반수 이사들은 그 이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의 이사들이 남아 있는지를 불문하고, 해당 이사

회를 시간 또는 장소를 변경하여 연기할 수 있다. 

9. 소집통지의 생략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고 해당 이사회 이전 또는 이후에 출

석하지 않은 이사가 해당 이사회의 소집 또는 해당 안건의 

승인과 관련하여 소집통지의 생략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에 서명하거나 해당 의사록을 승인하는 경우, 해

당 이사회가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소집 및 개최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정상적으로 

소집 및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과 마찬가지로 적법

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소집통지의 생략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은 회사 기록의 일부로서 관

리되거나 해당 이사회 의사록의 일부로 첨부되어야 한다. 이

러한 소집통지의 생략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

 

 

 

7. 이사회 개최 장소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의장이 수시로 결정하거나 회의 소

집 통지서에서 지정된 델라웨어주 또는 그 이외의 지역

(들)에서 개최할 수 있다.  

 

 

8. 이사회; 소집통지 

a. 이사회는 사장 또는 이사들 중 1인의 요청으로 그 소집

통지서 또는 통지포기서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소집된

다.  

b. 법령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소

집통지는 이사의 자택이나 사무실 주소로 최소한 이사회 

개최 2일 이전에 우편으로 또는 24 시간 전에 이메일, 전

화 또는 팩스로 각 이사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집

통지에는 이사회의 목적이 명시될 필요는 없다. 

 

 

 

c. 통지서에 기재된 시간 전후를 불문하고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이사가 송달한 통지 포기서는 통지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회의에 이사가 출석하는 것은 그러한 회

의통지를 포기하는 것에 해당한다. 단, 이사가 회의 시작 

전에 회의가 합법적으로 소집되거나 개최되지 않았다는 이

유로 안건의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으

로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에서 

처리될 안건과 이사회 목적은 통지포기서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연기된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

가 없다. 

9. 의사정족수 및 이사회 결의  

a. 모든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b.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고 적법하게 개최된 이사회에 출석

한 이사들의 과반수에 따른 행위 또는 결의는, 본 부속정

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회의 행위로서 인정된다.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 일단 개

최된 이사회는, 해당 의사정족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이

사들의 동의가 있는 한, 그 이후 일부 이사들이 퇴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10. 서면 동의 

이사회 회의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에서 행해질 것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조치는 그러한 조치를 명시한 서면 

동의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

이 서명하고 그러한 동의서가 이사회 또는 위원회 진행절

차가 명기된 의사록(있는 경우)에 첨부된 경우 사전 통지 

및 회의와 의결권 행사 없이 행해질 수 있다. 

 

 

 

 

 

 

 

 

 

 

 

 

 

 

 

 

 

 

 

 

 

 

 

 

 

 

 

 

 

 

 

 

 

 

 

 

 

 

 

 

 

 

 

 

 

 

 

 

 

 

 

 

 

 

 

 

 

 

 

 



에 해당 이사회의 목적이 기재될 필요는 없다. 

10. 의사록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원회의 적절한 의사록이 메릴랜드

주 일반회사법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해당 의사록에는 안건, 진행절차 및 그 결과와 이사회 구성

원의 반대의견 및 반대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사회에 참

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11. 보수 

이사들의 보수(존재하는 경우 퇴직금 포함)의 상한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들의 이

사회 참석에 대하여 합리적인 금액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

다. 이사가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이러한 임원직

에 대한 보수는 본 조항의 목적상 이사로서의 보수의 일부

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2. 회사에 대한 책임; 면책 

a. 면책은 기본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b.  회사는 회사의 전, 현직 이사, 임, 직원 또는 대리인 또

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다른 회사, 파트너쉽, 합작투자회사, 

신탁 또는 기타 기업의 이사, 임, 직원 또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를 대리하여 해당 인이 그러한 자격에

서 초래하거나, 해당 인의 그러한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해당 

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배상책임을 부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권한이 있고, 이는 회사가 해당 메릴랜드주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을 그와 같이 면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c. 전술한 본 제12항의 규정들은 회사의 해산 또는 본 부속

정관의 해지 후에도 존속한다. 

 

 

 

 

 

 

 

 

 

 

 

 

 

 

 

 

 

 

 

 

 

 

 

 

 

 

 

 

11. 의사록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또

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적절한 회의 의사록이 구비되어야 

한다. 해당 의사록에는 안건, 진행절차 및 그 결과가 기재

되어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한

다.  

12. 보수  

이사들의 보수(존재하는 경우 퇴직금 포함)의 상한은 기본

정관 제6조에 따라 주주들의 투표에 의해 정하며, 이사회

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에 대하여 합리적

인 금액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사가 회사의 임원으

로 선임되는 경우, 이러한 임원직에 대한 보수는 본 조항

의 목적상 이사로서의 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

주된다.  

 

 

 

 

 

 

 

 

 

 

 

 

 

13. 감사위원회. 회사는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

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지한다. 감사위원

회의 구성, 권한 및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에 적용되는 한국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감사위원회 구성  

(i)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중 2/3

는 비상임 사외이사여야 하며 사외이사 중 1인은 기본적

인 재무제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여야 한다. 이사회는 1인 이상의 이사를 감사위원회

의 대체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이사는 감사위

원회 회의에서 불출석하거나, 자격이 상실된 위원을 대체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불출석하거나, 자격이 상

실되는 경우,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회의에 출

석한 의결권이 상실되지 되지 않은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다른 이사를 지명하여 해당 회의에서 불출석하거나, 자격

이 상실된 위원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ii)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

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전체의 과반수에 의해 감사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b.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  

(i)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 장부, 서류, 또는 계정

을 감사하고, 조사하며, 회사와 더불어 내부적 관리의 효율

성 및 회사의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재무신고절차 및 적

용되는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ii) 감사위원회는 (i) 회사의 외부 회계법인(이하 "외부 감

사인")을 선임하고 선임 이후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조문 이동 

 

 

 

 

 

 

 

 

 

 

 

 

조문 이동 

 

 

 

 

 

 

 

 

 

 

 

 

 

 

 

 

 

 

 

 

 

 

 

 

 

 



 

 

 

 

 

 

 

 

 

 

 

 

 

 

 

 

 

 

 

 

 

 

 

 

 

 

 

 

 

 

13. 이해관계 있는 거래 

a. 회사 및 회사의 1명 이상의 이사 간, 회사 및 1명 이상의 

이사가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 법인 

또는 단체 간에 체결되는 계약 또는 기타 거래 관계는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 또는 이사들을 제외한 회사의 이사들의 

최소 3분의 2에 의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승인, 인가 또는 

비준되어야 하며, 해당 계약 또는 거래관계는 (i) 승인, 인가 

또는 비준 당시 회사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ii) 해당 거래 및 해당 이해관계 있는 이사와 관련된 주요 

사실이 주주들에게 모두 제공되고 주주들에 의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승인, 인가 또는 비준되어야 하고(이 때 이해관

계 있는 이사 또는 이사들이 보유하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

음), (iii) 해당 거래 및 해당 이해관계 있는 이사와 관련된 주

요사실이 이사회 또는 그 위원회에 모두 제공되고, 1인 이상

의 이사가 이해 관계가 없는 경우 이사회나 위원회의 만장

일치, 또는 이해관계 없는 이사들의 3분의 2에 의한 동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b.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사는 아래 각 호에 의하여 이

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또는 그와 관련

된 자가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계약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단, 회사의 주식, 회사채 또는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

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이 경우 의사정족수의 

계산에도 산입되지 아니함). 

(i) 회사나 그 자회사를 위하여 이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자가 

보고, (ii) 회사의 외부 감사인 해임 및 (iii) 차기 정기주주총

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조건으로, 회사의 외부 감사인의 

해임이나 사임 시 외부 회계법인 중에서 회사의 외부 감사

인 선임에 관한 모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사회

의 모든 권한 및 권리를 가지고 그를 행사할 수 있다.  

(iii)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a) 감사위원회는 그의 필요에 따라 회사 및 그 자회사들

의 자산 및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합리적 접근권을 가지

며, 그러한 권리와 함께 회사 및 그 자회사들의 모든 장부, 

서류 및 보고서를 조사 및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 접근권

을 가진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자회사에 자신이 합리적

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정보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b) 감사위원회는 주주들과 이사회 또는 임원과 감사위원

회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의 업무수행에 관

한 보고서, 기록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c)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에 출석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서면으

로 임시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

다.  

(d) 회사의 감사필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 제출되어 주주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의사록. 감사위원회는 해당 델라웨어법의 요건에 따라 

회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감사위원회는 수행한 감사 및 조

사의 방법과 결과를 기록하고 구성원이 기명 및/또는 서명 

날인하여 감사 및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d. 감사위원회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책임의 범위 등을 정하는 감사위원회규정을 채택할 수 있

다.  

14. 이해관계자간 거래 

회사와 1인 이상의 이사들이나 임원들 사이의 계약이나 

거래 혹은 회사와 1인 이상의 이사들이 이사 또는 임원직

을 갖거나 또는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회

사, 조합, 또는 단체 또는 기타 조직과의 거래는 아래의 조

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승인하는 이사회에 해당 

이사가 참석하였다거나, 해당 이사의 의결권을 포함하여 

정족수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i) 해당 이사의 해당 거래에 관한 이해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공개되거나 알려지고, 이사

회 또는 위원회에서 이해관계 없는 이사들의 수가 의사정

족수에 미달하더라도, 이해관계 없는 이사들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해당 거래가 신의성실로서 승인된 경우  

(ii) 해당 이사의 해당 거래에 관한 이해관계에 대한 중요

한 사실이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주주에게 공개되

거나 알려지고, 해당 거래가 의결권 있는 주주의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로서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 

또는  

(iii) 해당 거래가 이사회, 위원회 또는 주주들에 의하여 승

인되는 시점 당시, 해당 거래가 회사에게 공정한 계약인 

경우. 

 

다만, 델라웨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에서,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이해관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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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가 보

증, 담보 또는 면책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 

(ii) 회사나 그 자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보증, 

담보 또는 면책을 제공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이사(또는 그와 

관련된 자)가 동 보증, 담보 또는 면책의 제공 등에 관한 책

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또는 각자 인수하게 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결정 

(iii) 회사나 회사가 설립한 회사가 발행하거나, 회사가 인수, 

매수 또는 교환 의무를 부담하는 타 회사의 주식, 회사채 또

는 기타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이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자가 

1차 인수 또는 후속 인수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해관

계가 발생하는 경우 

(iv) 회사가 타 회사와 거래나 계약, 협약 또는 제안을 체결

함에 있어서 이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자가 특정 타회사의 임

원, 집행임원 또는 주주인 관계로서 또는 이사 또는 그와 관

련된 자가 실질적으로 특정 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

으며, 해당 이사 및 그와 관련된 자의 동 타 회사(또는 이사

나 그와 관련된 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기타 회사)에 

있어서의 지분이 여하한 종류의 지분이나 발행 주식 또는 

동 발행 주식이나 유가증권에 첨부된 의결권의 5% 이상이 

아닌 경우에 그와 관련된 결정  

(v) 이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자들에게만 특별한 권리나 특별

한 이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회사 전체 종업원 또는 회사

의 자회사와 관련된 연기금, 퇴직, 사망, 장애 관련 복지기금 

등의 채택, 변경 또는 운영을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 또는 회사 자회사의 전체 종업원에 대한 이득을 부여

하는 제안이나 계약에 관한 결정; 

(vi) 이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자가 단지 주주나 사채권자인 경

우로서 여타의 주주나 사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동등하게 취

급되는 계약이나 조치에 대한 건 

(vii) 이사 또는 그와 관련된 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전체 종업원들을 위한 종업원주주제

도, 주식인센티브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등을 채택, 변경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결정. 

는 거래나 계약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15. 구성 

매 이사회 회의에서 다음 중 1인이 회의의 의장으로 행위

하며 아래 순서대로 회의를 주재한다.  

a. 의장  

b. 출석 이사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이사  

서기 또는 서기 유고 시에는 회의 의장이 선임하는 어떠한 

자(부서기가 참석한 경우에는 부서기)가 해당 회의의 서기

로 행위하며 그 회의록을 작성한다. 

 

16. 전화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의사소통 장치에 의한 행

위 

이사회 또는 그 위원회의 1인 이상의 구성원은 이사회 또

는 그 위원회 회의에 전화회의 또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유사 의사소통 장치에 

의해 참석할 수 있고, 그러한 수단에 의한 회의 참석은 해

당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에 해당한다. 

 

 

 

제18조 임원 

회사의 임원은 사장, 재무책임자 및 서기로 한다. 재무책임

자는 회사의 최고재무관리자로 한다. 회사는 이사회가 결정

하는 바에 따른 직위 및 직무를 지닌 기타 임원을 둘 수 있

다. 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1. 선임. 회사의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며, 이

사회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해임 및 사임. 임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사회에 의하여 

언제라도 해임될 수 있다. 임원은 이사회, 사장에게 송달하

는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

다. 해당 임원의 사임은 당해 통지의 수령일 또는 통지에 명

시된 시점에 발효된다. 임원의 해임이나 사임은 당해 임원이 

당사자인 여하한의 고용계약에 의한 당해 임원 또는 회사의 

권리(해당 시)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모든 이사회 회의를 주관하

며 수시로 이사회 또는 본 부속정관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

는 기타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고 수행한다. 

4. 사장. 사장은 회사의 최고경영자이자, 총괄관리자이며, 이

사회의 감독 및 관리에 따라, 회사의 업무 및 사무를 총괄 

감독, 지휘 및 관리한다. 사장은 집행위원회(해당 시)를 포함

하여 모든 상임위원회의 공식 구성원이다. 사장은 회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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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직에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전반적인 권한 및 경영의무를 

지니며, 수시로 이사회 또는 본 부속정관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경영 상의 권한 및 의무를 지닌다. 

5. 최고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최고재무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채무 기획, 업무 및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지휘 및 통제한다. 최고재무책임자는 회사의 재무관리

를 지원한다. 최고재무책임자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사회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회사의 이해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최고재무책임자는 아래 

기재된 바에 따른 통상적으로 회사의 재무책임자에 부여되

는 전반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가지며, 일반적으

로 그의 직위와 관련이 있거나, 필수적으로 그에 수반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수시로 그에 구

체적으로 부여하는 바에 따라 기타 권한을 가지고 기타 의

무를 수행한다. 

6. 재무책임자 

a. 재무책임자는 회사의 최고재무관리자로서 회사의 재산 및 

사업상 거래에 대한 적정하고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록을 

비치 및 구비하거나, 비치 및 구비되도록 한다. 

b. 재무책임자는 금전 및 기타 귀중품을 이사회에 의하여 지

정될 수 있는 보관소에 회사의 명의로 보관한다. 재무책임자

는 (i)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한 정당한 청구

에 대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며, (ii) 사장 및 이사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한 보고

서 및 재무책임자로서 수행한 일체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이사회 또는 본 부속정관에 의하여 수시로 규정될 수 있는 

기타 권한을 보유하며, 그러한 기타 직무를 이행한다. 

 

c. 재무책임자의 부재 시, 부재무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 재

무책임자의 모든 직무를 이행하며, 직무대행 시, 재무책임자

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며, 재무책임자에 대한 모든 제한이 

적용된다. 부재무책임자는, 존재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본 

부속정관에 의하여 수시로 규정될 수 있는 기타 권한을 보

유하며, 그러한 기타 직무를 이행한다. 

7. 보수. 이사회 구성원을 제외한 회사의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되는 보수를 받는다. 

8. 위원회. 이사회는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 하

나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

들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1인 이상의 이사를 어느 위원회의 

대체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이사는 해당 위원회 

회의에서 불출석하거나, 자격이 박탈된 위원을 대체할 수 있

다. 어느 위원회의 위원이 불출석하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정족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회의에 출석한 의결권이 

박탈되지 되지 않은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다른 이사를 지

명하여 해당 회의에서 불출석하거나, 자격이 박탈된 위원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를 

지정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규정된 한도 내에서, 회사의 사업 

및 업무 관리상 이사회의 모든 권한 및 권리를 가지고 행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서류에 회사의 법인감이 날인되

도록 할 수 있다. 단, 어떠한 위원회도 (i) 해당 메릴랜드주법

상 주주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도록 명백히 요구되는 조치나 

사항(이사 선임 또는 해임 제외)의 승인이나 채택 또는 주주

에 대한 권고, 또는 (ii) 회사 부속정관의 채택, 개정 또는 폐

기에 관한 권한 및 권리는 가지지 않는다. 이사회의 각 위원

회는 정기 의사록을 보관하고,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이

사의 사장직에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전반적인 권한 및 경

영의무를 지니며, 수시로 이사회 또는 본 부속정관에 의하

여 규정될 수 있는 경영상의 권한 및 의무를 지닌다. 

5. 최고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최고재무책임자

는 회사의 모든 재무 계획, 업무 및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

리, 감독, 지휘 및 통제한다. 최고재무책임자는 회사의 재

무관리를 지원한다. 최고재무책임자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회사의 이해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최고재무책

임자는 아래 기재된 바에 따른 통상적으로 회사의 재무책

임자에 부여되는 전반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그의 직위와 관련이 있거나, 필수적으

로 그에 수반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며, 이사

회가 수시로 그에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바에 따라 기타 권

한을 가지고 기타 의무를 수행한다. 

6. 재무책임자 

a. 재무책임자는 회사의 최고재무관리자로서 회사의 재산 

및 사업상 거래에 대한 적정하고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록

을 비치 및 구비하거나, 비치 및 구비되도록 한다.  

b. 재무책임자는 금전 및 기타 귀중품을 이사회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보관소에 회사의 명의로 보관한다. 재무책

임자는 (i)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한 정당

한 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며, (ii) 사장 및 

이사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한 보고서 및 재무책임자로서 수행한 일체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이사회 또는 본 부속정관에 의하여 수시로 규정

될 수 있는 기타 권한을 보유하며, 그러한 기타 직무를 이

행한다.  

c. 재무책임자의 부재시, 부재무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 

재무책임자의 모든 직무를 이행하며, 직무대행 시, 재무책

임자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며, 재무책임자에 대한 모든 제

한이 적용된다. 부재무책임자는, 존재하는 경우, 이사회 또

는 본 부속정관에 의하여 수시로 규정될 수 있는 기타 권

한을 보유하며, 그러한 기타 직무를 이행한다.  

7. 보수. 이사회 구성원을 제외한 회사의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확정되는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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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보고한다. 

9. 감사위원회. 회사는 상기 제8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에 더불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지할 수 있으며, 회사의 

주식 또는 DR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상기 8항

에 따라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 감사위원회(“감

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지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한국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감사위원회 구성 

(i)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중 2/3는 

비상임 사외이사여야 하며 사외이사 중 1인은 기본적인 재

무제표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여

야 한다. 한다. 이사회는 1인 이상의 이사를 감사위원회의 

대체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이사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불출석하거나, 자격이 박탈된 위원을 대체할 수 있

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불출석하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경

우, 정족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회의에 출석한 의결권이 

박탈되지 되지 않은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다른 이사를 지

명하여 해당 회의에서 불출석하거나, 자격이 박탈된 위원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ii)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전체의 과반수에 의해 통과된 결

의에 의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b.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 

(i)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 장부, 서류, 또는 계정을 

감사하고, 조사하며, 회사와 더불어 내부적 관리의 효율성 

및 회사의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재무신고절차 및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ii) 감사위원회는 (i) 회사의 외부 회계법인(이하 “외부 감사

인”)을 선임하고 선임 이후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 

(ii) 회사의 외부 감사인 해임 및 (iii)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조건으로, 회사의 외부 감사인의 해임이나 

사임 시 외부 회계법인 중에서 회사의 외부 감사인 선임에 

관한 모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사회의 모든 권한 

및 권리를 가지고 그를 행사할 수 있다.   

(iii)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a) 감사위원회는 그의 필요에 따라 회사 및 그 자회사들의 

자산 및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합리적 접근권을 가지며, 그

러한 권리와 함께 회사 및 그 자회사들의 모든 장부, 서류 

및 보고서를 조사 및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 접근권을 가진

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자회사에 자신이 합리적으로 필요

하다고 간주하는 정보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감사위원회는 주주들과 이사회 또는 임원과 감사위원회

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의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 기록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

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c)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

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d) 회사의 감사필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제출

되어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의사록. 감사위원회는 해당 메릴랜드주법의 요건에 따라 

회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감사위원회는 수행한 감사 및 조사

의 방법과 결과를 기록하고 구성원이 기명 및/또는 서명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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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감사 및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d. 감사위원회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책

임의 범위 등을 정하는 감사위원회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10. 서기 

a. 서기는 회사의 주사무소에 이사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비

치하거나, 비치되도록 한다. 의사록에는 (i) 모든 총회의 시기 

및 장소 및 임시총회의 경우 통지에 해당 총회가 소집, 승인

된 방법 명시, (ii) 총회 통지 또는 통지면제 여부, (iii) 출석 

이사들의 성명, (iv) 주주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로 출석한 주

식의 수 및 총회 의사 개요를 명시한다. 

b. 서기는 (i) 주주 성명 및 주소, (ii) 각 주주가 보유하는 주

식의 수 및 종류, (iii) 주식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의 수 및 일

자, 및 (iv) 폐기를 위하여 반환된 모든 주권의 수 및 폐기일

자가 명시된 주주명부를 회사의 주 사무소에 비치하거나, 비

치되도록 한다. 

c. 서기는 자신이 인증한 회사의 부속정관 원본 또는 사본을 

회사의 주 사무소에 비치하거나, 비치되도록 한다. 

d. 서기는 법령 또는 본 부속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일체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거

나, 통지되도록 한다. 

e. 서기는 회사의 인감을 관리하며, 이사회 또는 본 부속정

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권한을 보유하며, 그러한 기타 직

무를 이행한다. 

f. 서기의 부재 시, 부서기가 존재하는 경우, 서기의 모든 권

한을 보유하며, 서기에 대한 모든 제한이 적용된다. 부서기

는, 존재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본 부속정관에서 정하고 있

는 기타 권한을 보유하며, 그러한 기타 직무를 이행한다. 

 

 

 

8. 서기  

a. 서기는 회사의 주사무소에 이사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비치하거나, 비치되도록 한다. 의사록에는 (i) 모든 총회의 

시기 및 장소 및 임시총회의 경우 통지에 해당 총회가 소

집, 승인된 방법 명시, (ii) 총회 통지 또는 통지 면제 여부, 

(iii) 출석 이사들의 성명, (iv) 주주총회에 직접 또는 대리로 

출석한 주식의 수 및 총회 의사 개요를 명시한다. 

b. 서기는 (i) 주주의 성명 및 주소, (ii) 각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 및 종류, (iii) 주식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의 수 

및 일자, 및 (iv) 폐기를 위하여 반환된 모든 주권의 수 및 

폐기일자가 명시된 주주명부를 회사의 주 사무소에 비치하

거나, 비치되도록 한다.   

c. 서기는 자신이 인증한 회사의 부속정관 원본 또는 사본

을 회사의 주사무소에 비치하거나, 비치되도록 한다. 

d. 서기는 법령 또는 본 부속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

는 바에 따라, 일체의 주주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

하거나, 통지되도록 한다.  

e. 서기는 회사의 인감을 관리하며, 이사회 또는 본 부속정

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권한을 보유하며, 그러한 기타 

직무를 이행한다. 

f. 서기의 부재 시, 부서기가 존재하는 경우, 서기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며, 서기에 대한 모든 제한이 적용된다. 부서

기는, 존재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본 부속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권한을 보유하며, 그러한 기타 직무를 이행한다. 

제19조 회사 서류 및 보고 

1. 주주에 의한 열람 

a. 주주는 합리적으로 주주로서 당해 보유자의 권익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서면 요청함으로써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 언제라도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본 조에 의한 열람 및 복사는 (i) 직접, (ii) 대리인, 

또는 (iii) 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b. 3% 이상 또는 연속되는 6월의 기간 동안 0.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로서 보유자의 권익과 관련된 

합리적으로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서면 

요청함으로써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 적절한 시간에 본 

부속정관의 원본을 포함한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 및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열람은 (i) 직접, (ii) 대리인 또는 (iii) 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열람에 대한 권리는 복사 및/또는 발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c. 회사는 적용되는 법령 또는 법규에 의하여 이러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주주의 이러한 

요청이 부당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위 제a호 또는 제b호에서 명시한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19조 회사 서류 및 보고  

1. 주주에 의한 열람  

a. 회사 주식의 등록된 보유자 또는 의결권부 신탁이나 

지정인이 직접,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보유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각 “열람 주주”)는 그 

목적이 명시된 선서에 따른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영업시간 동안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규정된 회사의 장부 및 기록을 복사하고 

발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사 또는 그 임원이나 

대리인이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따라 열람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요청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요청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열람 주주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델라웨어 주의 형평법법원(The Court of 

Chancery of the State of Delaware)에게 열람을 명령하는 

명령을 발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b. 회사 주식의 1 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로서 

보유자의 권익과 관련된 합리적으로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서면 요청함으로써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 적절한 

시간에 본 부속정관의 원본을 포함한 회사의 장부와 서류 

및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열람은 (i) 직접, (ii) 대리인 또는 (iii) 변호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열람에 대한 권리는 복사 또는 발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c. 회사는 적용되는 법령 또는 법규에 의하여 이러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주주의 이러한 

요청이 부당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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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열람.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적정한 시간에 여하한 종류의 장부, 서류 및 

문서 일체를 열람, 복사하며, 회사의 국내외 유형자산을 

조사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이사에 

의한 열람은 직접, 대리인 또는 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열람권은 복사 및 발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서류 열람권. 회사가 대상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함으로써 

열람 요청은 충족된 것으로 한다. 회사는 회사 비용으로 

이러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 등. 이사회는 본 부속정관 또는 기본정관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임원(들), 대리인(들)로 

하여금 회사 명의로 회사를 대리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떠한 증서를 집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은 포괄적이거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이사회 또는 본 부속정관 또는 기본정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임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도 회사를 어떠한 계약에 의하여 구속시키거나,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어떠한 명목으로 또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증명하지 않는 한, 위 제 b 호에서 명시한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열람. 

이사는 이사의 자격으로 이사의 직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주식 발행 이력 주주명부 및 기타 

장부와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적정한 

시간에 여하한 종류의 장부, 서류 및 문서 일체를 열람 및 

복사하며, 회사의 국내외 유형자산을 조사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열람권은 

복사 및 발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서류 열람권. 회사가 대상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함으로써 열람 요청은 충족된 것으로 한다. 회사는 

회사 비용으로 이러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 등. 이사회는 본 부속정관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임원(들), 대리인(들)로 하여금 회사 

명의로 회사를 대리하여, 어떠한 계약 또는 증서를 

체결하고 송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은 

포괄적이거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이사회 

또는 본 부속정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임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도 회사를 어떠한 계약에 

의하여 구속시키거나,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어떠한 명목 또는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회계 및 배당 

1. 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 종료한다. 

2. 배당 

a. 메릴랜드주 일반회사법 등 적용되는 법령 및 기본정관에

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의 자산으로 적법하게 

실행될 수 있는 주주들에 대한 기타 배당을 선언하고 배당

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어떠한 주식이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정기배당의 결정은 정기 주주총회

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b. 배당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주식은 발행된 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c. 이사회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중간배당을 결정하고 

실시할 수 있다. 회사의 주식이 수종의 주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는 배당에 있어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주식 

및 배당에서의 열위적 권리 및 비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주식에 대하여도 중간 배당을 선언하고 실시할 수 있다. 지

급 당시, 우선적 배당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당

에서의 열위적 권리 및 비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주식에 

대하여 중간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이사회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스스로 정한 기간 마

다 고정 비율에 의하여 배당을 선언하고 실시 할 수 있다. 

이사회가 선의에 따라 배당을 한 경우, 배당에서의 열위적 

권리 및 비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중간 배당을 지급하여 배당에 있어 우선적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보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회계 

a.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재무제표는 당해 정기주주

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승인되어야 한다. 단, 회사의 주식 또

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i) 재

제20조 회계 및 배당  

1. 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 종료한다.  

2. 배당  

a. 기본정관상의 제한사항을 전제로, 이사회는 (i) 관련 델

라웨어 법률에 따라 정의되고 산정된 이익금으로부터 또는 

(ii) 이익금이 없는 경우 배당이 선언된 해당 회계연도 및/

또는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순이익으로부터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선언하고 배당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배당선언 및 지급

은 기본정관 제6조에 따라 주주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b. 회사는 관련 델라웨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

급할 수 없다. 배당금은 현금, 자산 또는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미발행 주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

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러한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으로 선언된 액면가주식의 액면가 총액 이상의 금액

을 자본으로 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회계  

a.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

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주식 또는 DR

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i) 재무제

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ii) 재무제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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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표는 감사위원회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ii) 재무제표는 또한 (A) 회사가 상장한 한국거래소에 회사 

주식을 상장시키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원칙 또는 (B) 당해 

한국거래소의 규칙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타 회계원칙

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b.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

간 동안,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21일 이

전에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이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며, 이러한 감사보고서는 동 정

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제출된다. 

c. 외부 감사인은 독립된 회계법인 중 선임하여야 한다. 외

부 감사인은 (i) 감사위원회로부터 선임된 날로부터 3년, (ii) 

감사위원회에 의한 해임, 또는 (iii) 사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A) 회사가 상장한 한국거래소에 회사 주식을 상장시

키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원칙 또는 (B) 당해 한국거래소의 

규칙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타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

되어야 한다.  

 

b. 회사의 주식 또는 DR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주

일 이전에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이 작성하

고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며, 이러한 감사보고서

는 동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제출된다.  

c. 외부 감사인은 독립된 회계법인 중 선임하여야 한다. 외

부 감사인은 (i) 감사위원회로부터 선임된 날로부터 3년, (ii) 

감사위원회에 의한 해임, 또는 (iii) 사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제21조 변호사, 대리인의 선임 및 타인 발행 증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이사회 결의에 의해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이사회 의장, 

사장 또는 부사장은 수시로 회사가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

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주식 또

는 기타 유가증권의 보유자로서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

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회사의 이름으로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고 그로 하여금 

다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 보

유자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러한 보유자로서 법인의 이름

으로 그러한 다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조치에 동의할 

수 있으며, 그에게 투표 또는 동의의 방식에 관해 지시할 

수 있으며, 법인의 이름으로 법인을 대신하여 법인 인감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위임장 또는 기타 문서를 실행하거나 실행되도록 할 수 있

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본 제21조에 

명시된 모든 권리는 이사회 의장,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직

접 행사할 수 있다. 

델라웨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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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도적으로 생략됨] 

제22조 수표, 어음, 채권 및 위임장  

1. 수표. 어음 및 채권  

모든 수표, 어음 및 기타 금전지급 명령, 채권 및 기타 회

사 명의로 발행된 채무증빙은 회사 임원(들), 대리인(들)이 

이사회 결의로 수시로 결정된 방법으로 서명한다. 

2. 위임장 체결 

사장, 또는 사장의 유고 시에는 부사장이 수시로 회사가 

등기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의결하기 위한 

위임장의 체결 및 발행 및 그러한 회사가 취하거나 취할 

조치에 대한 동의서의 체결을 인가할 수 있다. 모든 그러

한 위임장 및 동의서는 이사회가 달리 인가하지 않는 한 

사장 또는 부사장이 회사 명의로 서명한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따름 

 

(신설) 제23조 인감 

이사회는 원형 형태의 회사의 전체 명칭, 설립연도 및 “델

라웨어 법인 인감(Corporate Seal Delaware)”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회사 인감을 승인하고 채택할 수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따름 

(신설) 제24조 면책 및 보험  

1. 면책. 면책에 관한 사항은 기본정관에서 명시된 바와 같

다. 

2. 면책 보험.  

회사는 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거나/이었거

나 회사의 요청으로 다른 회사, 조합, 합작투자회사, 신탁 

또는 기타 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근무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따름 

 



하거나/하였던 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에게 주장된 어떠한 

채무 및 그러한 지위에서 해당 자에게 발생하였거나 해당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회사가 해당 자를 관련 델라웨

어주 법률의 규정상 해당 채무로부터 면책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에 불문함) 채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제22조 부속정관 개정 

본 부속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주주 초과반수 결의로 개정 또

는 폐기될 수 있다. 

제25조 부속정관 개정 

본 부속정관은 주주 초과반수 결의로 개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이사 선임의 건 

 

4-1. 사내이사 홍 수 선임의 건 (Class I) 

이름 생년월 임기 연임여부 주요경력 

홍 수 1980.06 
2024년 정기 

주주총회까지 
재선임 

* 현재) Psomagen, Inc. 대표이사, CTO 

* Johns Hopkins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 Macrogen Inc., Life Science Institute, Researcher 

 

4-2. 기타비상무이사 서정선 선임의 건 (Class I) 

이름 생년월 임기 연임여부 주요경력 

서정선 1952.06 
2024년 정기 

주주총회까지 
재선임 

* 현재) 마크로젠 회장 

*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석좌교수 

*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4-3. 기타비상무이사 안철우 선임의 건 (Class II) 

이름 생년월 임기 연임여부 주요경력 

안철우 1956.09 
2025년 정기 

주주총회까지 
재선임 

* 현재) 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 교수 

* University of Texas Medical School 

 

4-4. 사외이사 정한성 선임의 건 (Class II) 

이름 생년월 임기 연임여부 주요경력 

정한성 1952.08 
2025년 정기 

주주총회까지 
신규선임 

* 현재) 삼덕회계법인 

* 삼화회계법인 파트너 

* 안진회계법인 세무담당 파트너 

* 삼일회계법인 

 

4-5. 사외이사 김미례 선임의 건 (Class II) 

이름 생년월 임기 연임여부 주요경력 

김미례 1951.08 
2025년 정기 

주주총회까지 
신규선임 

* 현재)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Attending Physician 

* Virtua(West Jersey) Hospital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n-House Pediatrician 

* Children's Seashore House, Attending Physician 

* Hospita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Clinical Instructor 

* Children's Rehabilitation Hospital, Attending Physician 

* Thomas Jefferson University Hospital, Clinical Instructor 

* Albert Einstein Medical Center, Clinical Instructor 

* Temple University Hospital, Clinical Instructor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2 ) 

제 20기 (2023년) 보수한도액(안) USD 3,000,000 

주 1) 당기(제 20 기) 이사 보수한도액(안)은 전기(제 19 기)와 동일합니다. 

주 2) 전기(제 19 기)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USD 462,401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