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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43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 18조에 의거 제 43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농심관 이벤트 홀 (지하 1층)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2번 출구에서 약 300m)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제 2호 의안
제 3호 의안
제 4호 의안
제 5호 의안

:
:
:
:
:

제 43기 (2015. 01. 01~2015.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
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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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회차

개최일자

임희택
(출석률: 100%)

의 안 내 용

찬반여부
1

2015.02.03

제 4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찬성

2

2015.02.13

제 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3

2015.04.16

제 3자를 위한 연대보증의 건
- 차입회사 : YOUL CHON VINA PLASTIC

찬성

4

2015.07.10

2015년도 임원(등기, 미등기)보수 조정의 건

찬성

5

2015.07.21

제 3자를 위한 연대보증의 건
- 차입회사 : YOUL CHON VINA PLASTIC

찬성

6

2015.09.07

동반성장론 신규 약정의 건
- 거래은행 : 신한은행 보라매역금융센터

찬성

7

2015.12.07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 배율 결정
상담역 선임의 건

찬성

2015.12.24

2015년도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경영고문 선임의 건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8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

-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 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1

2,000,000

42,000

42,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보수한도액이며 지급액은 사외이사 1명에 대하여 작성된 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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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주)농심
(계열회사)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매출거래

2015.01.01~2015.12.31

168,358,827

38.59

매입거래

2015.01.01~2015.12.31

364,878

0.08

소계

2015.01.01~2015.12.31

168,723,705

38.67

※ 위 비율은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며, 매출거래는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거래합니다.
실거래는 수시로 발생하며 위 거래금액은 2015년도 1년 간 실거래금액입니다.
※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매출총액기준 총 거래액 5% 이상을 기재하였습니다.
- 2015.12.31 매출액 : 436,228,668,4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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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① 포장사업부문
포장사업부문은 대표적인 소비재 사업으로써 주요 제품은 Polypropylene을 주 원료로 사용
하여 용융 압출 및 냉각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OPP, CPP, Shrink Film과 이를 원재료로 생
산되는 식품포장용 포장, 세제류 및 화장품의 리필팩, 의약품 및 산업용 포장지, 치약 등의 포
장용 튜브와 같은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이는 필름기반 포장재가 있습니다. 또한 원지에 콜게
이트 가공을 거쳐 인쇄, 타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판지 역시 포장사업의 사업영역입니다.
② 전자소재사업부문
광학 PET Film, 종이 등의 기초 소재에 Silicone, 점착제, 접착제 등을 박막으로 코팅하여
IT, 자동차, 건축산업 등에 사용되는 광학 Film류, 보호 Film류, 이형 Film류 생산과 모바일
제품의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포장하는 LiBP(Lithium-ion Battery Pack) 등을 생산 및 판매
합니다.
※ 사업부의 변화
- 제 42기부터 당사의 사업부는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전

포장사업부문

변경 후

필름사업부문

판지사업부문

포장사업부문

전자소재사업부문
전자소재사업부문

2) 산업의 성장성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43기

제 42기

제 41기

제 40기

제 39기

포장사업부문

311,899

321,262

320,322

308,648

303,203

전자소재사업부문

124,330

130,673

120,331

97,054

73,432

총계

436,229

451,935

440,653

405,702

376,635

※ 사업부의 변화
- 제 42기부터 기존 포장, 필름, 판지 사업부문은 포장사업부문으로 개편되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포장산업은 식품산업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식품산업은 국내 소비경제의상황과
경기전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즉, 당사가 영위하는 포장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를 지니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최근 포장산업 전반에 걸친 국제 경쟁력은 범용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고부가 기능성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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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비 및 기술적 차별화와 포장재 관련 소재의 차별화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
장재의 제품 보호와 유통성의 기본적 기능은 국가 간, 관련 제조업체 간품질평준화로 인하여
핵심 경쟁요소가 아니게 되었으며 포장재의 편의성, 기능적 차별성 및 친환경포장소재 및 선
도유지 포장소재 개발 등과 그 제조 기술이 시장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포장재 제조기업의 설비 개체와 품질 수준 업그레이드로 인하
여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오랜 포장재 제조 경험과 축적된 기
술을 당사의 BOPP등 포장소재의 제조 기술과 접목하여 고품질의 기능성 포장소재의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포장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고객 만
족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납기와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가격경쟁력 확보
를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원가혁신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미래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전자소재산업은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 및 전자 소
재분야의 주요 소재로써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제조 생산 라인 운영능력을 필요로하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산업 수준은 TV는 물론 스마트폰 시장의 급 성장과 함
께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생산능력과 최고수준의 품질로써 국내 경제성장을 리드하고 있습
니다. 이와 관련한 소재 역시 정밀가공과 섬세한 관리 기술을 요함은 물론 고도의 청결제조
설비의 보유 및 운영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시장상황에 발맞춘 관련산업의 비약적인 발
전과 신제품 개발에 대응하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 역량이 전자소재분야의 핵심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 2012.07.30 제 10회 무보증회사채 400억원 발행 (3년 만기)
- 2014.11.03 제 11회 무보증회사채 700억원 발행 (3년 만기)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특이사항 없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2015년은 세계 경기의 동반침체로 인해 지난 몇년간의 경기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해
였습니다. GDP로 대변되는 세계 성장은 한계상황에 직면해있으며 일부 경기가 개선되는 국
가들조차 주변국들의 부진으로 인해 그 성장이 기대치를 하회하거나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
존하는 등 잠재적 위협을 감내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격화되는 국제 정세는 변
동성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등 세계 시장은 지속적인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란, 러시아 등의 산유국의 원유 증산, 중국 등의 성장둔화에 힘 입은 수요, 공급 불균형과
셰일오일 등 비 전통오일의 생산 증가는 앞으로의 유가 전망에 하방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화학 업계는 최근 신 증설 영향에 따른 위협요인, 투자증대로 인한 민간소
비 회복기대의 기회요인이 2015년 전반은 물론 2016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시장상황 하에서 당사는 원가구조의 합리화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고부가
가치 상품의 매출비중 확대를 통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3.5% 감소한 4,362억을 기록 하였으
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4.2%가 증가한 221억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54.5%가 증가한
14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율촌화학은 기존의 연포장, 필름, 전자소재, 골판지 4개 사업
부를 그 특성과 방향성에 맞추어 포장사업부문과 소재사업부문 두 개로 재편하여 시장의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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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변화에 전사적으로 집중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에서 당사는 더욱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과 시장확대를
통해 현재 만연해있는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실현한 이익구조 개선에서
만족하지 않고 성장을 위한 더 강력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안정적인 매출구
조를 완성한 연포장과 골판지 생산라인을 강화하여 매출의 다변화를 꾀함은 물론이고 이미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춘 필름 생산라인과 공격적인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전자소재 사
업부를 통해 다양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근원적 체질강화에 집중하는 한 해를 만들 것입
니다.
2016년 율촌화학은 "目標達成"을 경영지침으로 정하여 더욱 적극적인 시장운영을 해나갈 것
입니다. 침체상황에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되기위해
전사, 모든분야가 자신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스스로 정예가 될 수있도록 하여 시장 선도
기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의 포장, Film, 판지등 포장재 및 포장관련 소재사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농심을 비
롯한 국내 대표 우량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시장점유율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형지, 점착소재등 전자소재사업 역시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거
듭하여, 국내 관련 업계의 상위권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 전반에 대해 그 소재의 종류와 분야가 다양하여 정확한 국내 시장 점유율은 추정
하기 힘듭니다.
(3) 시장의 특성
- 포장사업부문
식품 및 생활용품 등 소비재 관련 시장에 집중되던 포장시장은 점차 건축과 의료, 전기 전자
관련 산업재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 시장은 내수 경기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계절적 수요변동이 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
다. 포장의 원재료가 되는 필름과 원지 시장은 주요 원 재료인 P.P Resin 또는 원지가 국제
유가변동과 국제수급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바, 시장 변화에 민감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포장 시장은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선 친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포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로인해 친환경 및 포장 간소화가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용 소분포장이 많아짐에 따라 포장과 판지의 생산 단위도 소포장의 비
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포장시장은 경량화와 슬림화를 모토로 변화하는 중이며
저희 포장사업부문의 제품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설비 고도화와 고부가 신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율촌화학은 범용성 포장의 기술적 고도화와 품질향상, 생산 효율화를 무기로 하여 이러
한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의 국내시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함은 물론, 국제
시장 점유율 증대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 전자소재사업부문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및 터치패널 관련 산업의 발전과 비약적인 수요 확대와 함께 관련 소재
의 수요 확대 등 관련산업 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첨단 소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8

재로써 고 정밀, 무 결점의 양산품질 요구와 시장 요구에 맞춘 신속한 신제품 개발이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시장 내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시장의 요구와 기술적 특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R&D 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역량 제고에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영업개황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재 무 상 태 표>
제 43 기 2015. 12. 31 현재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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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기 2014. 12. 31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43 기

제 42 기

자산
유동자산

196,804,173,051

239,162,281,100

10,537,576,247

28,985,277,954

9,000,000,000

9,000,000,000

매출채권

121,853,402,535

131,400,227,506

기타채권

646,554,729

2,973,396,963

32,860,000

381,530,000

52,676,334,204

62,008,089,62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금융자산
재고자산
당기법인세자산

-

기타유동자산

2,097,028,585
2,057,445,336

2,316,730,471

318,403,518,662

327,072,265,990

6,000,000

1,146,000,000

9,381,210,150

9,343,280,150

283,648,000

306,995,000

유형자산

301,767,009,938

309,164,750,201

무형자산

6,799,436,351

6,857,507,346

166,214,223

253,733,293

515,207,691,713

566,234,547,090

유동부채

108,400,251,320

161,456,050,660

매입채무

46,586,974,322

50,945,344,332

기타채무

11,931,694,098

12,375,790,305

단기차입금

42,625,280,000

56,462,208,000

유동사채

-

39,963,094,446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상품
기타채권
기타비유동금융자산

공동지배기업투자
자산총계
부채

당기법인세부채

4,078,681,265

기타유동부채

3,177,621,635

1,709,613,577

비유동부채

92,003,463,000

90,674,893,403

사채

69,874,526,480

69,806,293,148

확정급여부채

2,197,864,569

16,579,114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3,709,139,327

3,897,801,264

16,221,932,624

16,954,219,877

200,403,714,320

252,130,944,063

14,776,380,000

14,776,380,000

자본잉여금

9,405,843,440

9,405,843,44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14,331,245)

(929,370,987)

이연법인세부채
부채총계

-

자본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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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291,536,085,198

290,850,750,574

자본총계

314,803,977,393

314,103,603,027

자본과 부채총계

515,207,691,713

566,234,547,090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3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제 42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매출액

제 43 기

제 42 기

436,228,668,481

451,934,965,110

(375,014,541,190)

(403,509,543,484)

61,214,127,291

48,425,421,626

(39,043,630,331)

(34,050,918,112)

영업이익

22,170,496,960

14,374,503,514

금융수익

752,884,857

650,074,783

금융비용

(3,550,083,528)

(3,964,160,460)

공동지배기업투자손익

(102,558,812)

27,791,241

기타영업외수익

2,859,767,927

3,059,317,467

기타영업외비용

(4,085,712,202)

(2,383,521,45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044,795,202

11,764,005,092

법인세비용

(4,059,669,841)

(2,711,950,918)

당기순이익

13,985,125,361

9,052,054,174

(884,750,995)

(1,448,067,865)

지분법자본변동

15,039,742

27,104,073

보험수리적손익

(899,790,737)

(1,475,171,938)

13,100,374,366

7,603,986,309

564

365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43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제 42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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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54,289,227

677,406,991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

3. 당기순이익

13,985,125,361

9,052,054,174

4. 보험수리적손실

(899,790,737)

(1,475,171,938)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1,000,000,000

5,000,000,000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000,000,000

1,000,000,000

2. 임의적립금 환입
합

계

4,000,000,000

14,939,623,851

13,254,289,227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3,900,000,000

12,400,000,000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2. 배당금

12,400,000,000

12,400,000,000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500원(100%)
전기:500원(100%)

12,400,000,000

12,400,000,000

-

3. 임의적립금

1,500,000,000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39,623,851

854,289,227

<자본변동표>
제 43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42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기타포괄손익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총 계

누계액
2014.01.01(당기초)
당기순이익

14,776,380,000

9,405,843,440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보험수리적손익

-

-

총포괄손익

-

-

연차배당

-

-

(956,475,060)
-

295,673,868,338

318,899,616,718

9,052,054,174

9,052,054,174

기타포괄손익:
27,104,073
27,104,073
-

-

27,104,073

(1,475,171,938)

(1,475,171,938)

7,576,882,236

7,603,986,309

(12,400,000,000)

(12,400,000,000)

2014.12.31(당기말)

14,776,380,000

9,405,843,440

(929,370,987)

290,850,750,574

314,103,603,027

2015.01.01(당기초)

14,776,380,000

9,405,843,440

(929,370,987)

290,850,750,574

314,103,603,027

13,985,125,361

13,985,125,361

당기순이익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보험수리적손익

-

-

총포괄손익

-

-

연차배당

-

-

-

기타포괄손익:

2015.12.31(당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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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9,742
15,039,742
(914,33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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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제 43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42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3 기

제 42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1,039,942,097

5,491,399,871

당기순이익

13,985,125,361

9,052,054,174

비현금항목의 조정

45,190,031,480

35,591,952,580

2,781,765,257

(29,183,745,614)

이자수취

877,889,634

638,088,632

이자지급

(3,472,555,674)

(3,408,134,786)

배당금수취

6,665,000

6,665,000

법인세지급

1,671,021,039

(7,205,480,115)

(13,087,643,804)

(25,819,351,736)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0,200,000,000

9,18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381,530,000

12,680,000

기타채권의 감소

62,930,000

4,013,280

유형자산의 처분

59,675,920

54,865,90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9,000,000,000)

(9,0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60,000,000)

(12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9,513,000)

(44,490,000)

기타채권의 증가

(185,860,000)

(502,258,360)

유형자산의 취득

(14,177,493,029)

(25,201,347,987)

무형자산의 취득

(358,913,695)

(202,814,57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6,400,000,000)

45,395,3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101,000,000,000

173,300,000,000

운전자본의 조정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사채의 발행
배당금의 지급
단기차입금의 상환

-

69,795,300,000

(12,400,000,000)

(12,400,000,000)

(115,000,000,000)

(185,300,000,000)

사채의 상환

(40,000,000,000)

-

현금의 증가(감소)

(18,447,701,707)

25,067,348,135

28,985,277,954

3,886,571,135

-

31,358,684

10,537,576,247

28,985,277,954

기초의 현금
환율변동효과
기말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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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 43 기

주당액면가액 (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당순이익 (원)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보통주

주식배당수익률 (%)

주당 주식배당 (주)

500

13,985

9,052

564

365

12,400

12,400
-

88.7

137.0

4.2

4.1

우선주

-

-

보통주

-

-

우선주

-

-

보통주

주당 현금배당금 (원)

500

-

현금배당성향 (%)
현금배당수익률 (%)

제 42 기

500

500

우선주

-

-

보통주

-

-

우선주

-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동윤

1958.01.09

사내이사

특수관계인

이사회

총 1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신동윤

율촌화학 대표이사(현)

율촌화학 대표이사(현)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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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권훈상

1957.10.15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1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권훈상

율촌화학 상근감사

기업은행 검사부 팀장
/검단지점 등 지점장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3 ( 1 )

3 ( 1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2,0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50,000,000원

35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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