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내역
행사기간 : 2020.04.01 ~ 2021.03.31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유비케어

2020-04-29

1-1호 : 사내 이사선임의 건(김인채)

찬성

유비케어

2020-04-29

1-2호 : 사외 이사선임의 건(김동철)

찬성

유비케어

2020-04-29

1-3호 : 기타 비상무이사선임의 건(박순영)

찬성

유비케어

2020-04-29

1-4호 : 기타 비상무이사선임의 건(김병준)

찬성

유비케어

2020-04-29

2호 : 상근감사 선임의 건(주성도)

찬성

유비케어

2020-04-29

3호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

찬성

제이콘텐트리

2020-07-15

1호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찬성

동국제약

2020-08-11

1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대한제강

2020-09-08

1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대한제강

2020-09-08

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경백)

찬성

청담러닝

2020-10-13

1호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CHAI MIN)

찬성

청담러닝

2020-10-13

2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찬성

티와이홀딩스

2020-11-26

1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디앤씨미디어

2020-11-30

1호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찬성

에이피티씨

2021-02-22

1호 : 제 19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에이피티씨

2021-02-22

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최우형)

찬성

에이피티씨

2021-02-22

2-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유현용)

찬성

행사 및 불행사사유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에이피티씨

2021-02-22

3호 : 상근감사 선임의 건(이종경)

반대

에이피티씨

2021-02-22

4호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에이피티씨

2021-02-22

5호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에이피티씨

2021-02-22

6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반대

삼성전자

2021-03-17

1호 : 제 52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중립

삼성전자

2021-03-17

2-1-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박병국)

중립

삼성전자

2021-03-17

2-1-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종훈)

중립

삼성전자

2021-03-17

2-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기남)

중립

삼성전자

2021-03-17

2-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현석)

중립

삼성전자

2021-03-17

2-2-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고동진)

중립

삼성전자

2021-03-17

3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선욱)

중립

삼성전자

2021-03-17

4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중립

효성화학

2021-03-18

1호 : 제 3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효성화학

2021-03-18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효성화학

2021-03-18

3호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동국제약

2021-03-19

1호 : 제 53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동국제약

2021-03-19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동국제약

2021-03-19

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권기범)

찬성

동국제약

2021-03-19

3-2호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여병민)

찬성

행사 및 불행사사유

이번 주총에서 선임되는경우 연속 재임연수 7년에 이르게 되므로, 감사에게 요구되는 독립
성 확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 반대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지인 중장기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행사가 가능하고, 이미 재직중이
므로 우수한 인재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되어 반대함.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동국제약

2021-03-19

4호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

동국제약

2021-03-19

5호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상아프론테크

2021-03-23

1호 : 제 35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상아프론테크

2021-03-23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반대

상아프론테크

2021-03-23

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지홍)

찬성

상아프론테크

2021-03-23

4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상아프론테크

2021-03-23

5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NAVER

2021-03-24

1호 : 제 22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NAVER

2021-03-24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NAVER

2021-03-24

3호 : 사내 이사 선임의 건 (최인혁)

찬성

NAVER

2021-03-24

4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인무)

찬성

NAVER

2021-03-24

5호 : 사외 이사 선임의 건 (이건혁)

찬성

NAVER

2021-03-24

6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건혁)

찬성

NAVER

2021-03-24

7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NAVER

2021-03-24

8호 : 이사회 결의로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승인의 건

찬성

NAVER

2021-03-24

9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찬성

동부건설

2021-03-24

1호 : 제 52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동부건설

2021-03-24

2-1호 :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허상희)

찬성

동부건설

2021-03-24

2-2호 :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노동선)

찬성

행사 및 불행사사유

평균 실지급 규모의 4배를 초과하는 보수 한도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반대함.

정관 변경 안에 따른 CB, BW의 발행한도 증가는 과도한 주주권 희석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대함.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행사 및 불행사사유

동부건설

2021-03-24

2-3호 :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 (이태한)

찬성

동부건설

2021-03-24

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

동부건설

2021-03-24

4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한솔케미칼

2021-03-24

1호 : 제 41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한솔케미칼

2021-03-24

2호 : 사내 이사 선임의 건 (조연주)

찬성

한솔케미칼

2021-03-24

3호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찬성

한컴MDS

2021-03-24

1호 : 제 22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과소 배당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함.

한컴MDS

2021-03-24

2호 : 정관 변경의 건

반대

주주의 승인이 배제된 책임 감경은 주주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해 주주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한컴MDS

2021-03-24

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전동욱)

찬성

한컴MDS

2021-03-24

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창열)

찬성

한컴MDS

2021-03-24

3-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유승훈)

찬성

한컴MDS

2021-03-24

4호 : 이사 보수한도의 건

찬성

한컴MDS

2021-03-24

5호 : 감사 보수한도의 건

찬성

한컴MDS

2021-03-24

6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반대

현대차

2021-03-24

1호 : 제 53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현대차

2021-03-24

2-1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위원회 명칭변경)

찬성

현대차

2021-03-24

2-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안전 및 보건 계획 등 신설)

찬성

현대차

2021-03-24

2-3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부칙 2021.03.24)

찬성

현대차

2021-03-24

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심달훈)

찬성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수한도의 여유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할때, 과도하게 높은 수
준에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함.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행사가격, 행사기간, 기타조건 등)인 사항이 모두 미정인 상태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오남용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반대함.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행사 및 불행사사유

현대차

2021-03-24

3-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하언태)

찬성

현대차

2021-03-24

3-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장재훈)

찬성

현대차

2021-03-24

3-2-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서강현)

찬성

현대차

2021-03-24

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지윤)

찬성

현대차

2021-03-24

5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현대차

2021-03-24

6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다나와

2021-03-25

1호 : 제 19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

총자산 대비 순현금, 잉여현금 비중이 높은것은 감안했을때 과도한 비영업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설비투자규모도 투자활동을 위한 현금보유 유보하고 있다 보기 어려워 반대함.

다나와

2021-03-25

2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정하고 있어 보수한도를 여유 있게 설정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되어 반대함.

오스코텍

2021-03-25

1호 : 제 23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오스코텍

2021-03-25

2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

오스코텍

2021-03-25

3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정상제이엘에스

2021-03-25

1호 : 제 28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정상제이엘에스

2021-03-25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정상제이엘에스

2021-03-25

3호 :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 (김영식)

찬성

정상제이엘에스

2021-03-25

4호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반대

정상제이엘에스

2021-03-25

5호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찬성

현대건설

2021-03-25

1호 : 제 71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현대건설

2021-03-25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현대건설

2021-03-25

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윤영준)

찬성

실제 지급금액 대비 보수 한도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함.

회사의 보수지급액과 성과지표와의 상관성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 할 때, 제시된 이사 보수
한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함.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행사 및 불행사사유

현대건설

2021-03-25

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원우)

찬성

현대건설

2021-03-25

3-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광평)

찬성

현대건설

2021-03-25

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조혜경)

찬성

현대건설

2021-03-25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GS건설

2021-03-26

1호 : 제 52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GS건설

2021-03-26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GS건설

2021-03-26

3호 :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 (조희진)

찬성

GS건설

2021-03-26

4호 : (사외이사인)감사위원 신규선임의 건 (조희진)

찬성

GS건설

2021-03-26

5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 (이희국)

찬성

GS건설

2021-03-26

6호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JW생명과학

2021-03-26

1호 : 제 27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JW생명과학

2021-03-26

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차성남)

찬성

JW생명과학

2021-03-26

2-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현순)

찬성

JW생명과학

2021-03-26

3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반대

JW생명과학

2021-03-26

4호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KPX케미칼

2021-03-26

1호 : 제 47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

2018년을 제외하고 지난 7년간 잉여현금흐름(FCF)이 양(+)의 값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사 배당안은 과소하다는 판단하여 반대함.

KPX케미칼

2021-03-26

2-1호 :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양준영)

반대

회사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가 우려되어 반대함.

KPX케미칼

2021-03-26

2-2호 :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김문영)

찬성

KPX케미칼

2021-03-26

3호 : 감사 선임의 건

반대

과거 평균 실지급 규모의 4배에 달하는 보수 한도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반
대함.

경영진의 업무 이행을 감사할 만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바 반대함.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행사 및 불행사사유

KPX케미칼

2021-03-26

4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KPX케미칼

2021-03-26

5호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노루페인트

2021-03-26

1호 : 제 15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노루페인트

2021-03-26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찬성

노루페인트

2021-03-26

3-1호 :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김용기)

찬성

노루페인트

2021-03-26

3-2호 : 사내이사 신규선임의 건(송준서)

찬성

노루페인트

2021-03-26

3-3호 :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최충인)

찬성

노루페인트

2021-03-26

4호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노루페인트

2021-03-26

5호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대한제강

2021-03-26

1호 : 제 68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대한제강

2021-03-26

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무원)

찬성

대한제강

2021-03-26

3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대한제강

2021-03-26

4호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대현

2021-03-26

1호 : 제 39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대현

2021-03-26

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공종성)

반대

이사 모두 선임되는경우 견제기능 측면에서 내부 지배구조의 악화를 초래함. 주주권리 보호
측면에서 반대함.

대현

2021-03-26

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신윤황)

반대

이사 모두 선임되는경우 견제기능 측면에서 내부 지배구조의 악화를 초래함. 주주권리 보호
측면에서 반대함.

대현

2021-03-26

2-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권혁남)

반대

이사 모두 선임되는경우 견제기능 측면에서 내부 지배구조의 악화를 초래함. 주주권리 보호
측면에서 반대함.

대현

2021-03-26

2-4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원재)

찬성

대현

2021-03-26

3호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찬성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행사 및 불행사사유

삼강엠앤티

2021-03-26

1호 : 제 25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삼강엠앤티

2021-03-26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반대

삼강엠앤티

2021-03-26

3-1호 : 사내이사 재선임 건 (송무석)

찬성

삼강엠앤티

2021-03-26

3-2호 : 사내이사 재선임 건 (송정석)

찬성

삼강엠앤티

2021-03-26

4호 :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 (문석록)

찬성

삼강엠앤티

2021-03-26

5호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삼강엠앤티

2021-03-26

6호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에스에이엠티

2021-03-26

1호 : 제 31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에스에이엠티

2021-03-26

2호 : 정관 일부 변경안 승인의 건

찬성

에스에이엠티

2021-03-26

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기남)

찬성

에스에이엠티

2021-03-26

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두진)

찬성

에스에이엠티

2021-03-26

3-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강호문)

찬성

에스에이엠티

2021-03-26

4호 : 비상근 감사 선임의 건 (이성규)

반대

에스에이엠티

2021-03-26

5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에스에이엠티

2021-03-26

6호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웹케시

2021-03-26

1호 : 제 22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

웹케시

2021-03-26

2호 : 정관 변경의 건

찬성

웹케시

2021-03-26

3-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박재현)

반대

웹케시의 계열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웹케시의 지배주주를 포함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사할 만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함.

웹케시

2021-03-26

4호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반대

보수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고, 회사의 보수체계가 성과와 연동하고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반대함.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은 주주가치의 희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
며, 회사가 제시한 발행한도 확대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반대함.

계열회사 상근 임원으로 겸직 중임에 따라 경영진과의 독립성 확보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
다고 판단되어 반대함.

안정적인 회사의 재무상황, 총자산 대비 낮은 유무형자산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면 배당금
규모가 과소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함.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행사 및 불행사사유

웹케시

2021-03-26

5호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웹케시

2021-03-26

6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찬성

청담러닝

2021-03-26

1호 : 제 19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청담러닝

2021-03-26

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충국)

찬성

청담러닝

2021-03-26

3호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찬성

케이아이엔엑스

2021-03-26

1호 : 제 21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케이아이엔엑스

2021-03-26

2호 : 이사선임의 건 (김지욱)

찬성

케이아이엔엑스

2021-03-26

3호 : 감사 선임의 건 (임병학)

반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경영진의 직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사할 만한 독립성
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함.

케이아이엔엑스

2021-03-26

4호 : 현금배당의 건 (주당 500원)

반대

회사의 재무상황, 투자기회, 동종업계 배당수준등에 비추어 과소 배당으로 주주가치가 훼손
된다고 판단되어 반대함.

케이아이엔엑스

2021-03-26

5호 :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케이아이엔엑스

2021-03-26

6호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키다리스튜디오

2021-03-26

1호 : 제 34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키다리스튜디오

2021-03-26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키다리스튜디오

2021-03-26

3-1호 : 사내이사 재선임 건 (김영훈)

찬성

키다리스튜디오

2021-03-26

3-2호 : 사내이사 재선임 건 (이선윤)

찬성

키다리스튜디오

2021-03-26

3-3호 :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의 건 (이해준)

찬성

키다리스튜디오

2021-03-26

3-4호 : 사외이사 재선임 건 (손형만)

반대

협력관계에 있던 회사의 전직 임직원으로, 키다리스튜디오의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
고 감시할 만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기대하기 어려워 반대함.

키다리스튜디오

2021-03-26

4호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반대

평균 실지급 규모의 5배에 달하는 보수한도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반대함.

키다리스튜디오

2021-03-26

5호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찬성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텔코웨어

2021-03-26

1호 : 제 21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텔코웨어

2021-03-26

2호 :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금한태)

찬성

텔코웨어

2021-03-26

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텔코웨어

2021-03-26

4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DB하이텍

2021-03-29

1호 : 제 68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

DB하이텍

2021-03-29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DB하이텍

2021-03-29

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양승주)

찬성

DB하이텍

2021-03-29

4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준동)

반대

DB하이텍

2021-03-29

5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올릭스

2021-03-29

1호 : 제 11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올릭스

2021-03-29

2호 : 정관변경의 건

찬성

올릭스

2021-03-29

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동기)

찬성

올릭스

2021-03-29

3-2호 :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의 건 (윤창수)

찬성

올릭스

2021-03-29

4호 : 감사 재선임의 건

찬성

올릭스

2021-03-29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올릭스

2021-03-29

6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올릭스

2021-03-29

7호 : 이사회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찬성

올릭스

2021-03-29

8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찬성

이엔드디

2021-03-29

1호 : 제 17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행사 및 불행사사유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배당 규모는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함.

과다 겸직에 따른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성, 독립성 확보 등에 대해 우려되어 반대함.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행사 및 불행사사유

이엔드디

2021-03-29

2호 :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

반대

주식연계채권 발행 한도 확대는 과도한 주주권 희석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대함.

이엔드디

2021-03-29

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

평균 실지급 규모의 4배에 달하는 보수한도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반대함.

이엔드디

2021-03-29

4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SK하이닉스

2021-03-30

1호 : 제 73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SK하이닉스

2021-03-30

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정호)

찬성

SK하이닉스

2021-03-30

3-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송호근)

찬성

SK하이닉스

2021-03-30

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조현재)

찬성

SK하이닉스

2021-03-30

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태화)

찬성

SK하이닉스

2021-03-30

5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SK하이닉스

2021-03-30

6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찬성

SK하이닉스

2021-03-30

7호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 승인의 건

찬성

비엠티

2021-03-30

1호 : 제 21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비엠티

2021-03-30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반대

비엠티

2021-03-30

3-1호 :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윤종찬)

찬성

비엠티

2021-03-30

3-2호 :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임재훈)

찬성

비엠티

2021-03-30

4호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

비엠티

2021-03-30

5호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씨에스윈드

2021-03-30

1호 : 제 15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씨에스윈드

2021-03-30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반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확대안으로 전환시 과도한 주주가치 희석이 우려
되어 반대함.

보수한도가 실제지급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점이
확인되어 반대함.

발행예정주식총수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제안하는 확대 배율의 규모 자
체도 현행 대비 429%로서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제5조 변경을 반대함.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행사 및 불행사사유

씨에스윈드

2021-03-30

3호 :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 2명)

찬성

씨에스윈드

2021-03-30

4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박남규)

찬성

씨에스윈드

2021-03-30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

실지급률의 추이와 그 변동성을 고려할 때 평균 실지급 규모의 5배에 달하는 보수한도는 과
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므로 반대함.

씨에스윈드

2021-03-30

6호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반대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지급률 변경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반대함.

액트로

2021-03-30

1호 : 제 9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액트로

2021-03-30

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장문용)

찬성

액트로

2021-03-30

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신병균)

찬성

액트로

2021-03-30

3호 : 감사 선임의 건 (신영익)

반대

이사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감사로서의 적격성이 우려되기 때문
에 반대함.

액트로

2021-03-30

4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

실지급 규모의 3배에 달하는 보수 한도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반대함.

액트로

2021-03-30

5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원익QnC

2021-03-30

1호 : 제 18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원익QnC

2021-03-30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원익QnC

2021-03-30

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용한)

찬성

원익QnC

2021-03-30

4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반대

원익QnC

2021-03-30

5호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원익QnC

2021-03-30

6호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찬성

지어소프트

2021-03-30

1호 : 제 23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지어소프트

2021-03-30

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지어소프트

2021-03-30

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안준형)

찬성

과거 보수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제시된 보수 한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반
대함.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내용

행사내용

지어소프트

2021-03-30

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최진석)

찬성

지어소프트

2021-03-30

3-3호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남태우)

찬성

지어소프트

2021-03-30

4호 : 감사 선임의 건 (최근식)

찬성

지어소프트

2021-03-30

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

지어소프트

2021-03-30

6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행사 및 불행사사유

10년 평균 실지급 규모의 5배에 달하는 보수한도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반
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