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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9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정관의 변경)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9월 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추가 조항 누락에 따른
정정

정관의 변경

정정전
(주1) 정정 전

정정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
적

제 34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제 34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사회인원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
추가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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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5%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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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발행한도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확대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
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
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
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
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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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5%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7)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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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
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
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발행한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확대 및 배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 당률 조정
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
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8)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0)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
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1)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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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5%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7)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1)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12)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
다.
(13)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제 8조의 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
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
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
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발행한도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 확대
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
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8)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0)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
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1)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2)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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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13) 전환기간(또는 전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
주식1주로 한다.
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이 만료
(14)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당이 완료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
12조를 준용한다.
까지 전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4)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5)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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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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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5 (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및 전환
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및 전환
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
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
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
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발행가능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종류주식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
추가
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
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
식의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
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
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
하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
은 연장 될 수 있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1)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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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
다.
(13)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4)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12조를 준용한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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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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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6 (이익배당, 의결권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
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
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
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발행가능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종류주식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
추가
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
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
식의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
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
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이 만료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
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1)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12)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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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
다.
(13)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4)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12조를 준용한다.
제 10조 (신주인수권)
(2)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
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내
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까지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56조의 2 (분기배당)
(5) 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10조 (신주인수권)
(2)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
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
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제3자 배정
100분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한도 확대
7.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 사모투자합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56조의 2 (분기배당)
(5) 삭제

종류주식
발행에 따
른 조정

(주2) 정정 후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
적

제 34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제 34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사회인원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
추가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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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5%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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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발행한도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확대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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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5%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7)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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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발행한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확대 및 배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당률 조정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8)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0)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못하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
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1)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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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5%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7)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1)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12)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
다.
(13)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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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
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
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발행한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확대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8)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0)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못하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
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1)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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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13) 전환기간(또는 전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
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이 만
주식1주로 한다.
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당이 완
(14)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때까지 전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2조를 준용한다.
(14)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5)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
다.
(16)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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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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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5 (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및 전환
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및 전환
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
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발행가능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종류주식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추가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못하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
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1)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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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
다.
(13) 전환기간(또는 전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
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이 만
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당이 완
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4)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5)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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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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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6 (이익배당, 의결권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
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
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발행가능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종류주식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추가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당이 완료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전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1)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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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
다.
(13) 전환기간(또는 전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30년
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이 만료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4)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5)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12조를 준용한다.
제 10조 (신주인수권)
(2)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
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내
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까지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56조의 2 (분기배당)
(5) 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제 10조 (신주인수권)
(2)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
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
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제3자 배정
100분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한도 확대
7.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한 사모투자합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제 56조의 2 (분기배당)
(5) 삭제

종류주식
발행에 따
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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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2017년 9월 5일
회 사 명:

(주)쏠리드

대표이사:

정준, 이승희(각자대표)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쏠리드스페이스
(전 화) 031-627-6000
(홈페이지) http://www.solid.co.kr

작성 책임자:

(직 책) CFO

(성 명) 김병진

(전 화) 031-62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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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2017년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1.

일 시 : 2017년 9월 22일(금) 오전 9시00분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쏠리드스페이스
지하 1층 ROTUNDA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 1번출구, 문의: 031-627-6000]

3.
회의목적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사내이사 신상철 선임의 건
2-2호 의안: 사외이사 안재민 선임의 건
2-3호 의안: 사외이사 최영익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1호 의안: 사내이사 신상철 감사위원 선임의 건
3-2호 의안: 사외이사 안재민 감사위원 선임의 건
3-3호 의안: 사외이사 최영익 감사위원 선임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
증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
'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 9월 18일)까지 통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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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법률 제11845호,'13.5.28)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
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23번지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
리(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9월 22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쏠리드의 2017년 임시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
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실질주주 성명:
주소:

2017년 9월
(인 또는 서명)

일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
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
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나. 전자
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17년 9월 12일 ～ 2017년 9월 21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
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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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사외이사 성명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

최영익

신상철

부

(출석률 100%)

(출석률 74%)

찬반여부
1

2017-01-05

2

2017-01-09

3

2017-01-10

4

2017-01-17

5

2017-01-24

6

2017-01-31

7

2017-02-03

7

2017-02-03

8

2017-02-10

8

2017-02-10

9

2017-02-21

10

2017-02-22

11

2017-03-02

11

2017-03-02

12

2017-03-13

12

2017-03-13

13

2017-03-15

14

2017-04-14

2017년 상여(Incentive) 지급의 건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제 19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가결

찬

-

한국산업은행 일반대출 대환의 건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찬

종속회사 쏠리드시스템스에 대한 연대보
증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윈텍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링크 구주 인수의 건
KEB 하나은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 연장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네트웍스에 대한 담보
제공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에듀에 대한 금전 대
여약정 기간연장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네트웍스에 대한 담보제
공 기간 연장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윈텍에 대한 금전 대여
의건
종속회사 (주)쏠리드시스템스에 대한 단
기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제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상정의 건
제 19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제도 도입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종속회사 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기간
연장의 건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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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7-04-17

16

2017-04-21

16

2017-04-21

17

2017-04-21

18

2017-04-25

19

2017-05-02

20

2017-05-04

21

2017-05-16

22

2017-05-23

23

2017-05-25

23

2017-05-25

24

2017-05-26

25

2017-06-02

26

2017-06-05

27

2017-06-19

28

2017-06-29

29

2017-06-30

종속회사 ㈜쏠리드윈텍에 대한 연대보증
의건
종속회사 쏠리드시스템스 흡수합병 추진
의건
종속회사 쏠리드링크 흡수합병 추진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기간 연장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시스템스에 대한 단기금
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시스템스에 대한 흡수합
병 승인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링크에 대한 흡수합병
승인의 건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단기) 차
입의 건
우리은행 B2B(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
연장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한국산업은행 일반대출 대환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찬

가결

찬

찬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종속회사 쏠리드시스템스에 대한 합병보
29

2017-06-30

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를 위한 이사회
승인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링크에 대한 합병보고총

29

2017-06-30

회에 갈음하는 공고를 위한 이사회 승인
의건

30

2017-07-18

31

2017-07-31

32

2017-08-04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에듀에 대한 금전대여약
정기간 연장의 건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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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7-08-11

33

2017-08-11

33

2017-08-11

34

2017-08-23

35

2017-08-28

35

2017-08-28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상정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네트웍스에 대한 담보제
공 기간 연장의 건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신한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의
건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
도 도입의 건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가결

찬

-

신상철 사외이사는 2017년 3월 31일 선임되어 선임후의 찬반을 표시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1-05 2017년 상여(Incentive) 지급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1-09 종속회사 쏠리드시스템스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1-10 종속회사 쏠리드윈텍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1-17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1-24 종속회사 쏠리드링크 구주 인수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1-31 KEB 하나은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2-03 종속회사 ㈜쏠리드네트웍스에 대한 담보제공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2-03 종속회사 ㈜쏠리드에듀에 대한 금전 대여약정 기간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2-10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2-10 종속회사 쏠리드네트웍스에 대한 담보제공 기간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2-21 종속회사 쏠리드윈텍에 대한 금전 대여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2-22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3-02 제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상정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3-02 제 19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3-13 제 19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3-13 한국산업은행 일반대출 대환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3-15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4-14 종속회사 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기간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4-17 종속회사 ㈜쏠리드윈텍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4-21 종속회사 쏠리드시스템스 흡수합병 추진의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4-21 종속회사 쏠리드링크 흡수합병 추진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4-21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4-25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5-02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5-04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기간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5-16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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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내용

종속회사 (주)쏠리드시스템스에 대한 단기금전대여 만기 연장
의건

가결여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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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쏠리드시스템스에 대한 단기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5-23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5-25 종속회사 쏠리드시스템스에 대한 흡수합병 승인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5-25 종속회사 쏠리드링크에 대한 흡수합병 승인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5-26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단기) 차입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6-02 우리은행 B2B(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6-05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6-19 한국산업은행 일반대출 대환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6-29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6-30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6-30

감사위원회

최영익, 신상철

2017-06-30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7-18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7-31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8-04 종속회사 쏠리드에듀에 대한 금전대여약정기간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8-11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상정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8-11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8-11 종속회사 쏠리드네트웍스에 대한 담보제공 기간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8-23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8-28 신한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최영익

2017-08-28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의 건

가결

건

종속회사 쏠리드시스템스에 대한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가결

가결

공고를 위한 이사회 승인의 건
종속회사 쏠리드링크에 대한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를 위한 이사회 승인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사외이사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2명

3,000,000,000

35,200,000

17,600,000

비고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한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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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자금대여

(주)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
[(주)쏠리드 종속회사, 지분율 96%]

2017/01/01~
2017/07/31

498

18%

제품매출

SOLiD GEAR INC
[(주)쏠리드 종속회사, 지분율 100%]

2017/04/29

28

1%

제품매출

SOLiD GEAR INC
[(주)쏠리드 종속회사, 지분율 100%]

2017/06/20

31

1%

원재료매입

(주)케이알에프
[(주)쏠리드 종속회사, 지분율 76%]

2017/05/25

32

1%

*비율은 2016년 별도기준 자산총액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SOLiD GEAR INC
[(주)쏠리드 종속회사, 지분율 100%]

제품매출

2017/01/01~
2017/07/31

269

10%

(주)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
[(주)쏠리드 종속회사, 지분율 96%]

자금대여

2017/01/01~
2017/07/31

498

38%

*비율은 2016년 별도기준 자산총액대비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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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통신장비 산업의 특성
통신장비 산업은 크게 무선통신과 유선통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Network 구성에 따라
액세스(Access) 망, 코어(Core) 망 단계로 영역이 구분 됩니다. 쏠리드 및 종속회사는 무선
통신과 유선통신의 액세스 및 코어 영역에 속해 있으며, 무선통신 분야의 이동통신 중계기와
유선전송장비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통신 장비 시장에서 쏠리드 및 종속회사는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U+ 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는 사업자의 투자 규모에 의해 결정되
고 있으며, 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투자와 새로운 통신 서비스 런칭에
따른 신규 장비 투자, 또는 망품질 경쟁 등으로 인한 투자 등으로 시장을 분할 할 수 있으며,
매해 일정 규모의 중계기 투자를 통해 기존 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통신 장비 시장 역시 기존의 2G/3G망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측면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Data Traffic 증가 및 각 국가별 LTE 서비스의 본격화에 따른 새
로운 서비스에 대한 Needs로 인하여 유/무선 장비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통화량의 70% 이상이 실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 시
장에서는 Public Safety 강화에 따라 Inbuilding 및 지하철 등에서 소요되는 통합형 장비 중
심의 Coverage 확충에 필요한 투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통신장비 산업의 성장성
(1)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 Market
ABI Research에서는 2019년까지 CAGR 13% 성장율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초기 DAS 시장은 Stadiums, Airports 등 Public Large Venue(50만 평방피트 이상
규모 건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Middleprise"(10만~50만 평방피트 규모 건물)
시장에 대한 신규 Coverage 확충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Mobile Experts는 In-Building 시장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총 잠재적인 시장규모를 $87B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현재 가장 큰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sports venue와 Airport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Worldwide In-Building market potential by segment
(source : Mobile Experts, 2014) (unit : Billion USD)
% Public

% Private

Public Buildings Private Buildings

Total

Market Potential

Market Potential

Market Potential

Major Stadiums

85%

15%

$4 B

$0 B

$4 B

Airports

65%

35%

$15 B

$2 B

$1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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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enters

65%

35%

$3 B

$0 B

$3 B

College+Other Campuses

60%

40%

$7 B

$1 B

$8 B

Hotels

60%

40%

$11 B

$2 B

$12 B

Shopping Malls

50%

50%

$8 B

$2 B

$10 B

Hospitals

50%

50%

$4 B

$1 B

$5 B

Hi-Rise Office Building

30%

70%

$9 B

$5 B

$14 B

20%

80%

$3 B

$2 B

$5 B

10%

90%

$3 B

$6 B

$9 B

$67 B

$20 B

$87 B

Hi-Rise Residential
Building
Industrial/Retail/Office
Total

(2) ICS market
ICS 시장에 대한 별도의 조사자료나 통계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In-Building coverage solution의 하나로 Repeater/Relay 시장에 대한 조사자료는
참조가 가능하며, 이 시장을 당사의 소형 ICS 장비군(HR)의 대상 시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조사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2013년 기준 Repeater 시장규모는 $250M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In-Building Repeater/Relay market outlook by Analyst (unit : million USD)
Repeater

CAG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BI Research (2014)

$276 M

$315 M

$361 M

$407 M

$440 M

$473 M

$569 M

12.6%

Mobile Experts(2014)

$237 M

$244 M

$302 M

$378 M

$514 M

$662 M

-

28%

14-19

(3) Mobile Fronthaul market
국내 Mobile Fronthaul 장비인 C-RAN(Cloud Radio Access Network) 시장규모는 현재까
지 장비기준으로 약 3,000억 이상 투자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 당사가
약 5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들(미국, 일본, 유럽 등 중심)이 적극적으로 Cloud RAN 구조의 LTE
망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이 형성될 경우, 괄목할만한 시장규모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 통신장비 시장 여건
(1) 무선통신사업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LTE 상용화 서비스 시작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Cloud”방식의 LTE 망 구성으로 인하여 기존 옥외형 중계기는 RRH 장비 중심 투자로 진행
되었으나, 인빌딩, 지하철, 터널 등의 경우 여전히 Multi-Band 서비스가가능한 통합형 광분
산중계기 장비의 유효성 측면에서 망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무선통신시장 전망은 2016년 추가 확보된 주파수를 위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행 투자, 신규 장비 증설 및 기존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수요등을 포함한 망 고도화에 지속
적인 집행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망고도화를 위한 In-building 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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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RF 등 소형중계기에 대한 투자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 Public Safety 확보를 위한 국가재난망 구축을 위한 이동통신사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본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사업기회를 모색을 통한 시장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우 인빌딩 시장을 중심으로 통신장비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
다. 무선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무선 데이터 사용의 70%를 차지하는 댁내형, 인빌딩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지역에서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은 Carrier Market과 Non Carrier Market(Enterprize Market/ Netural Host
Market)으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Carreir Market은 미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시장
을 의미하며, Non Carrier Market은 망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주체가 Carrier가 아닌 다른
주체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Carrier Market에서는 Sprint, Verizon, T-Mobile, Ericsson Global 등 대형 통신사업자의
Vendor로 등록되었으며, 해당 시장내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사업자 대상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장비 Line-up 확대 및 사업자 대상의 영업활동을 강화를 통하여 Large
Venue 중심의 투자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Non Carrier Market에서는 현지의 다양한 고객군(3PO: 3rd Party Operator, VAR: Value
Added Retailor, Distributor, Enterprise 등)과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장비 공급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해당 시장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
내고 있습니다.
북미시장은 현지 매출 기준 2016년 67 million(USD)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의 매
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Carrier 시장의 경우 기존 Verizon, T-Mobile 고객기
반 강화와 더불어 AT&T, Sprint 등에 대한 영업/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매출 확대를 추진
할 예정이며,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Middleprise 시장 선점을 위하여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2018년 이후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2020년 동경올림픽 개최를 위한 사전 투자활동의 일환으로 주파수 추가 확대
및 기존 LTE망 고도화에 대한 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Data Traffic 증가에 대응하기 위
한 LTE Cloud 망 구성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
기 확보된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 강화 및 제품 Line-up 확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남미 경기침체 요인으로 투자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이나, 멕시코를 중심으로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중에 있으며, 남미 지역(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역시 기 확보된 현지 Reference를 기반으로 사업 기회 확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럽/중동 지역은 Public Large Venue 중심으로 정부 주도하의 망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서
비스 투자 수요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으로 영업/마케팅 활동 강화를 추진중에 있
습니다. 유럽지역 거점인 “런던 사무소”를 중심으로 유럽시장의 향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사
전 영업/마케팅 활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중동지역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하
여 2016년 7월 “두바이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중동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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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민간 부문의 투자수요가 높지 못한 반면, 정부 주도로 통신망 확충 및
ICT 투자를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해당
국가의 기간망 확충 계획에 부합하는 영업/마케팅 활동을 통한 사업기회 확보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쏠리드는 인빌딩 통신장비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해외 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맞춘 다양한 인
빌딩형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 제품과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 등 주력제품의 제품 경쟁력 확보 및 고객 대응력 향상을 위한 장비 Line-up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2015년 해외 수출이 2014년 대비 12% 성장한 539억을 달성하였고, 2016년
은 전년 대비 76% 성장한 945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은 북미/일본시장
중심의 성장과 더불어 해외 기타 지역에서의 성장을 통하여 해외 수출 1000억 이상을 달성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유선통신사업
유/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활성화 및 LTE 서비스 본격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Cloud” 방식을 활용한 기지국 집중화 방식의
망구성을 통해 CAPEX 절감은 가능하였으나, 추가적으로 LTE망 구성의 주요 장비인
RRH(DU-RU)에 소요되는 광선로(Optic Fiber)에 대한 OPEX 절감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WDM 전송기술을 확보하였고, 국내 중계기업체 중 유일하게 2011년
하반기부터 SKT 및 KT의 LTE 네트웍에 RRH Backhaul 용 WDM 장비인 CRAN(Centralized-Radio Access Network)을 개발 납품 중에 있으며, 주파수 추가 배치, 망
고도화 및 데이터 용량 증설과 더불어 Multi-Carrier 서비스 확대 등의 계획에 따라 지속적
으로 장비 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선사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브로드밴드 인프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에
2011년부터 현지 Local 기반의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WDM-PON 장비인 "Infinity”수출
을 개시하였고, 유선 사업자들 대부분 제한된 광파이버 인프라에서 더 많은 Gigabit
Ethernet을 전송할 수 있는 기업용 또는 초고속 인터넷 백본망용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
으며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업 전용선, data center, 초고속인터넷 백본용 솔루션 시장을 특
화하여 시장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선통신시장의 경우 Capex 절감을 위한 C-RAN 기반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기존
4G(LTE)에 대한 대응 및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향후 5G의 시장 요구를 만족하
기 위하여 PON(Passive Optical Network) 개념을 추가한 시범사업이평창/강원도/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시범사업이 2017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해외 유선통신시장의 경우
일본 LTE 시장 고도화에 따른 C-RAN 장비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해외 주
요 Tier 1 /2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라. 통신장비 부문 경쟁우위요소
(1) 기술경쟁력
쏠리드 및 종속회사는 통신장비시장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수의 사업자 신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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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표준(CDMA, WCDMA, LTE, WiBRo, GSM, Public Safety, WiFi 등등)신호, 다수의 주
파수대역 신호를 동시에 전파음영지역에 전송하여 통신 사업자가 양질의 전파 환경을 저렴
한 비용에 구축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성과로 당사는 Globally 가장 우수한 무선환경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
내사업자(SKT, KT)로부터 지속적으로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PIM 최소화 기술 및 하나의 광 fiber로 다수의 표준/사업자를 지원하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 확대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고효율 기술(고효율 PAU, 고효율
CFR/DPD 기술)로 국내외 경쟁사 대비 최소 크기의 리모트 구현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
니다.
유선통신사업에 소요되는 WDM 솔루션은 시스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독창성
을 기반으로 C/DWDM, ROADM 및 WDM-PON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출액의 8%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개발 경력이 오래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술발
전의 경향에 맞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업자의 망효율성을 증대시킨 다양한 장
비를 개발해 왔습니다.
통신시스템 개발의 핵심이 되는 기반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타 중계기 업체와의 차별
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중계기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RF 회로설계 및 제작 기술
뿐 아니라,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Poly-phase filter 기술,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기술 등), IP(Internet Protocol) networking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디지털 광중계기는 당사가 국내 최초로 디지털 신호처리기술 및 광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개
발한 제품입니다. 최근 중계기 분야의 핵심 기술인 ICS 기능도 CDMA, WCDMA, WiBro,
GSM, EDGE, LTE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개발완료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
에도 고출력 앰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CFR, DPD 기술 등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였고
, 관련하여 80여개 이상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LTE 신규 서비스에 맞춰 그 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Multi-Band,
Multi-Service가 가능한 통합형중계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화되는 새로운 통신환경
에 부합되는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규 솔루션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DM-PON의 경우 광선로의 반사(Reflection)에 취약한 구조인 기존의 Injection Locking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Tunable Laser로 구현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상용화 시스템입니다.
경쟁사 대비 속도/전송거리/용량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유한 기술은 다양한 분
야에 응용 가능한 유연성(Colorless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 다양한 고객 확보 및 높은 고객 만족도
당사는 항상 고객사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고객사의 통신환경에 최적화된 고
품질의 유/무선 장비를 개발해 왔으며, 국내는 지난 10여년 이상 SK텔레콤과 KT 양대 사업
자에 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이며, 동시에 “Best Partner”로 수 차례 선정되었습
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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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북미 Sprint와 Verizon Wireless, T-Mobile 및 Ericsson Global의 공식
Vendor로 등록됨으로써, 통신사업자 대상의 Carrier Market에서 쏠리드의 장비를 지속적
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사를 대상으로 Large Venue 중심의 주요 Project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미 Carrier Market 이외 Non Carrier Market 에서도 현지 다양한 고객군에 대한 판매 루
트 발굴 및 확대를 위한 활동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사업 Reference를 기반으로 중남미 시장에서는 멕시코 Telcel, Mexico
ATC, 브라질 Claro, QMC 등 고객을 대상으로 시장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중
동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STC를 통한 공급을 진행하는 등 Global 통신사업자와의 협력
등을 통해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DAS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시장에서는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한 곳에 무선통신중계기 이외에도 유선 전송장비인
C-RAN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 일본 통신대기업에 터널/지하
철 구간의 음영지역 해소 목적의 DAS 장비 개발완료 및 공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에
는 이동통신사업자 추가 한 곳의 벤더로 등록되면서 ICS 장비 개발 및 공급이 진행되는 등
일본시장에서의 사업기반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쏠리드 및 종속회사는 인빌딩 통신장비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해외 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맞
춘 이동통신 중계기인 DAS, ICS 및 RF 중계기 및 유선 전송장비인 C-RAN 장비 등을 전세
계 20여개국 이상의 다양한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장비의 개발
을 통한 제품 Line-up 확대와 고객기반의 다변화를 위한 영업/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통신사업자들의 눈높이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및 운영중인
통신망 최적화에 필요한 장비 제안과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동시에 납품되는 장비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객의 만족도에서 기인된 결과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통신장비부문
쏠리드는 글로벌 통신장비 부문 시장확대에 발맞추어 해외 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맞춘 다양
한 인빌딩형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 제품과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 등 주력제품의 제품 경쟁력 확보하였고 고객 대응력 증대를 위해 유선장비까지 장
비 Line-up 확대하여 2016년도 미국과 일본 지역에서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중동 및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고객기반 확대를 이어가
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한 매출 이외에도 국방 관련 종속회사인 쏠리드윈텍에서
매출이 본격화 되면서 매출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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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
적

제 34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제 34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사회인원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
추가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8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5%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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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발행한도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확대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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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5%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7)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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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발행한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확대 및 배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당률 조정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8)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0)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못하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
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1)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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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5%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7)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1)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12)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
다.
(13)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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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
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
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
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발행한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확대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8)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0)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못하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
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1)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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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13) 전환기간(또는 전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
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이 만
주식1주로 한다.
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당이 완
(14)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때까지 전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2조를 준용한다.
(14)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5)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
다.
(16)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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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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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5 (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및 전환
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및 전환
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
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발행가능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종류주식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추가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못하거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
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1)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Page 36

(12)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
다.
(13) 전환기간(또는 전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
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이 만
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당이 완
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4)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5)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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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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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의 6 (이익배당, 의결권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
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
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
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
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
준으로 연 1% 이상 50% 이내에서 발행시
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
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
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
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발행가능
(6)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종류주식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추가
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
할 수 있다.
(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
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9)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당이 완료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전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
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
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1)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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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사회의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
다.
(13) 전환기간(또는 전환청구 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 후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30년
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이 만료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환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14)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5)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서는 제
12조를 준용한다.
제 10조 (신주인수권)
(2)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
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내
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까지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56조의 2 (분기배당)
(5) 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10조 (신주인수권)
(2)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
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
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제3자 배정
100분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한도 확대
7.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한 사모투자합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제 56조의 2 (분기배당)
(5) 삭제

종류주식
발행에 따
른 조정

※ 기타 참고사항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39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상철

67.08.02

해당사항 없음

타인

이사회

안재민

64.03.05

사외이사 후보자

타인

이사회

최영익

63.06.04

사외이사 후보자

타인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
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신상철

㈜할리스에프앤비 대표이사
㈜네오티스 대표이사
MVP 파트너즈 부사장
現) 동원 육영재단 이 PWC 컨설턴트
사
LG텔레콤 경영전략실
삼일회계법인
University of Michigan MBA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없음

안재민

삼성전자(주) 선임연구원
現) 충남대학교 전기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및 박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없음

최영익

現) 법무법인 넥서스
대표변호사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우일 창립멤버 및 대표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Seattle의 Preston, Gates & Ellis 변호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7회 사법시험 합격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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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상철

67.08.02

해당사항 없음

타인

이사회

안재민

64.03.05

사외이사 후보자

타인

이사회

최영익

63.06.04

사외이사 후보자

타인

이사회

총( 3)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
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신상철

現) 동원 육영재단 이사

㈜할리스에프앤비 대표이사
㈜네오티스 대표이사
MVP 파트너즈 부사장
PWC 컨설턴트
LG텔레콤 경영전략실
삼일회계법인
University of Michigan MBA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안재민

現) 충남대학교
전기정보통신공학부 교
수

삼성전자(주)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
없음
사 및 박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現) 법무법인 넥서스 대
표변호사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우일 창립멤버 및 대표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Seattle의 Preston, Gates & Ellis 변호
사
없음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7회 사법시험 합격

최영익

없음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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