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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중립

34482 KCC글라스 유가증권시장 2020-10-29 [제1호의안]-합병승인 15,136 0.18% 15,136 0 0 0 양사간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감안

34482 KCC글라스 유가증권시장 2020-10-29 [제2호의안]-사내이사 선임 15,136 0.18% 15,136 0 0 0 결격사유가 없음

00238 KCC 유가증권시장 2020-10-30 [제1호의안]-회사분할승인 13,536 0.15% 13,536 0 0 0 주주가치 훼손할 사항 없음

05191 LG화학 유가증권시장 2020-10-30 [제1호의안]-회사분할승인 952 0.00% 952 0 0 0 향후 기업가치를 더욱 향상시킬것으로 기대됨

05191 LG화학 유가증권시장 2020-10-30 [제1호의안]-회사분할승인 77,870 0.10% 77,870 0 0 0 향후 기업가치를 더욱 향상시킬것으로 기대됨

01576 한국전력 유가증권시장 2020-11-09 [제1-1호의안]-이사선임 140,358 0.02% 140,358 0 0 0 결격사유가 없음

01576 한국전력 유가증권시장 2020-11-09 [제1-2호의안]-이사선임 140,358 0.02% 140,358 0 0 0 결격사유가 없음

01576 한국전력 유가증권시장 2020-11-09 [제2호의안]-감사위원선임 140,358 0.02% 140,358 0 0 0 결격사유가 없음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0-11-20 [제1호의안]-사내이사 선임 417,963 0.10% 417,963 0 0 0 결격사유가 없는것으로 판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0-11-20 [제2호의안]-비상임이사 선임 417,963 0.10% 417,963 0 0 0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0-11-20 [제3호의안]-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417,963 0.10% 0 417,963 0 0 ESG위원회 구성된바 기존 이사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ESG활동을 펼치는것이 바람짐해 보임으로 반대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0-11-20 [제4호의안]-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417,963 0.10% 0 0 0 417,963
후보자는 서스틴베스트대표로 당사는 현재 해당회사로부터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받고 있어 이해관계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기권

01767 SK텔레콤 유가증권시장 2020-11-26 [제1호의안]-분할계획서 승인 15,998 0.02% 15,998 0 0 0 주주가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찬성함

04704 대우건설 유가증권시장 2020-12-30 [제1호의안]-이사선임 304,909 0.07% 304,909 0 0 0 충실한 임무 수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

05909 미코 코스닥증권시장 2020-12-30 [제1호의안]-회사분할승인 99,689 0.32% 99,689 0 0 0 회사 분할에 따른 시너지 기대

05909 미코 코스닥증권시장 2020-12-30 [제2호의안]-정관변경 99,689 0.32% 99,689 0 0 0 회사 분할에  따른 시너지 기대

05909 미코 코스닥증권시장 2020-12-30 [제3호의안]-사내이사 선임 99,689 0.32% 99,689 0 0 0 결격사유 없음

05909 미코 코스닥증권시장 2020-12-30 [제4호의안]-감사선임 99,689 0.32% 99,689 0 0 0 결격사유 없음

00027 기아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2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441,763 0.11 441,763 0 0 0
의안분석 대상기업(이하 분석기업)의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므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

성

00027 기아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2 [제2호의안]-정관변경 441,763 0.11 441,763 0 0 0
분석기업의 회사명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

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00027 기아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2 [제3-1호의안]-사내이사 선임 441,763 0.11 441,763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0027 기아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2 [제3-2호의안]-사외이사 선임 441,763 0.11 441,763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

견하지 못함

00027 기아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2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441,763 0.11 441,763 0 0 0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

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0027 기아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2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441,763 0.11 441,763 0 0 0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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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6 SK하이닉스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643,526 0.09 643,526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0066 SK하이닉스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2호의안]-사내이사 선임 643,526 0.09 643,526 0 0 0
후보자(박정호)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

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066 SK하이닉스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1호의안]-사외이사 선임 643,526 0.09 643,526 0 0 0
후보자(송호근)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그리고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과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

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066 SK하이닉스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2호의안]-사외이사 선임 643,526 0.09 643,526 0 0 0
후보자(조현재)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그리고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과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

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066 SK하이닉스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643,526 0.09 643,526 0 0 0
후보자(윤태화)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그리고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과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066 SK하이닉스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643,526 0.09 643,526 0 0 0
분석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소폭 하락하였고 분석기업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현재 책정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

00066 SK하이닉스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6호의안]-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 643,526 0.09 643,526 0 0 0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6469는 분석기업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0.0008%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일부 주식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

00066 SK하이닉스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7호의안]-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 승인의 건 643,526 0.09 643,526 0 0 0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75163주는 분석기업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0.01%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일부 주식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

00072 현대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59,410 0.05 59,410 0 0 0 특이사항 없으며 찬성함

00072 현대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2호의안]-정관변경 59,410 0.05 59,410 0 0 0 정관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찬성함

00072 현대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1호의안]-사내이사 선임(윤영준) 59,410 0.05 59,410 0 0 0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00072 현대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이원우) 59,410 0.05 59,410 0 0 0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00072 현대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3호의안]-사내이사 선임(김광평) 59,410 0.05 59,410 0 0 0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00072 현대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조혜경) 59,410 0.05 59,410 0 0 0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함

00072 현대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59,410 0.05 59,410 0 0 0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으며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

00081 삼성화재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2,584 0.03 12,584 0 0 0
당해연도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투자와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바에 따르면 본 안건에 대한 과소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며 찬성함

00081 삼성화재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1-1호의안]-사내이사 선임 12,584 0.03 12,584 0 0 0
후보자(최영무)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하며 찬성함.

00081 삼성화재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1-2호의안]-사내이사 선임 12,584 0.03 12,584 0 0 0
후보자(홍원학)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하며 찬성함.

00081 삼성화재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1-3호의안]-사내이사 선임 12,584 0.03 12,584 0 0 0
후보자(홍성우)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하며 찬성함.

00081 삼성화재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2-1호의안]-사외이사 선임 12,584 0.03 12,584 0 0 0
후보자(김성진)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하며 찬성함.

00081 삼성화재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3-1-1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12,584 0.03 12,584 0 0 0
후보자(김성진)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

단하며 찬성함.

00081 삼성화재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4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2,584 0.03 12,584 0 0 0
삼성화재의 높은 이익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찬성함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26,870 0.36 26,870 0 0 0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예상되며 기업가치 훼손 없으므로 찬성의견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1호의안]-정관변경- 회사 개요 변경 관련 사항 등 (제1조, 3조, 4조, 14

조의2 변경의 건)
26,870 0.36 26,870 0 0 0

문사명을 통상적 영어 표현으로 수정하고 현지법인의 설치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 및 기타 일부 자구 수

정하는 건으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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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코드 의결권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일시 의안내용

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2호의안]-정관변경- 기존 법령 및 개정법령 관련 사항 등 (제7조의 2, 9

조의2, 10조, 12조, 13조의2, 14조, 18조, 38조, 45조 변경 및 11조 신설의

건)

26,870 0.36 26,870 0 0 0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으로 찬성 의견임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3호의안]-정관변경-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관련 사항 등 (제17조,

20조, 33조, 36조, 37조 변경 및 39조의2 신설의 건)
26,870 0.36 26,870 0 0 0

이사회 의장 선출 방법을 대표이사 겸직에서 이사회 선임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변경이기

때문에 찬성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4호의안]-정관변경-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 등 (제 5장 제목, 28조,

29조, 30조, 31조, 33조의2, 33조의3, 34조, 35조, 39조, 40조, 43조, 43조의2,

변경 및 39조의3, 39조의4, 39조의5 신설의 건)

26,870 0.36 26,870 0 0 0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지배구조 투명성 기여하므로 찬성 의견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5호의안]-정관변경 - 배당 관련 사항 등 (제45조의2 신설의 건, 부칙) 26,870 0.36 26,870 0 0 0 중간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정관 변경으로 주주가치에 이익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1호의안]-사내이사 선임(김정수) 26,870 0.36 0 26,870 0 0 후보자 김정수는 18년 4월 16일 횡령 배임 탈세 관련하여 검찰 기소를 받은 사실이 있어 반대 의견임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2호의안]-사내이사 선임(문용욱) 26,870 0.36 26,87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3호의안]-사내이사 선임(정태운) 26,870 0.36 26,87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4호의안]-사외이사 선임(정무식) 26,870 0.36 26,87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5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이희수) 26,870 0.36 26,87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6호의안]-사외이사 선임(강소엽) 26,870 0.36 26,87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홍철규) 26,870 0.36 26,87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1호의안]-감사위원선임(정무식) 26,870 0.36 26,87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2호의안]-감사위원선임(이희수) 26,870 0.36 26,87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26,870 0.36 26,870 0 0 0
이사규모를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보수한도는 30억으로 유지. 현재 책정된 보수한도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

견임

00323 삼양식품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7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26,870 0.36 26,870 0 0 0 1인감사로서 보수 한도를 2.5억으로 유지하여 찬성 의견임

00417 신세계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51,134 0.52 51,134 0 0 0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 이력 등 결격 사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안건 승인의 건에 찬성

00417 신세계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호의안]-정관변경 51,134 0.52 51,134 0 0 0

정관 제2호 추가되는 사업목적이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사업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찬성. 정관 제7조의2  제9조의2  제9조의3  제15조의2  제16조  제42조의2 변경 안은 상

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건으로 정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되어 찬성

00417 신세계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1호의안]-사내이사 선임(서원식) 51,134 0.52 51,134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및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

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417 신세계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2호의안]-사외이사 선임(원정희) 51,134 0.52 51,134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및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417 신세계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3호의안]-사외이사 선임(위철환) 51,134 0.52 51,134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및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417 신세계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4호의안]-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강경원) 51,134 0.52 51,134 0 0 0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및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417 신세계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5호의안]-감사위원선임(원정희) 51,134 0.52 51,134 0 0 0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및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417 신세계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51,134 0.52 51,134 0 0 0
이사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1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찬성



2020.10~2021.0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찬성 반대 중립
의결권 보유 주식수 지분비율(%)

행사주식수
불행사주식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역

종목코드 의결권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일시 의안내용

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42,775 0.20 42,775 0 0 0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이며 주주가치 훼손 우려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찬성 의견임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호의안]-정관변경 42,775 0.20 42,775 0 0 0
정관에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분석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특이점 없으므로 찬성하며 각각의 조항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찬성함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3-1-1호의안]-사내이사 선임(김규영) 42,775 0.20 42,775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사내이사로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의견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3-2-1호의안]-사외이사 선임(김명자) 42,775 0.20 42,775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사외이사로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의견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3-2-2호의안]-사외이사 선임(손영래) 42,775 0.20 42,775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사외이사로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의견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3-2-3호의안]-사외이사 선임(정상명) 42,775 0.20 42,775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사외이사로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의견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3-2-4호의안]-사외이사 선임(권오곤) 42,775 0.20 42,775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사외이사로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의견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김기웅) 42,775 0.20 42,775 0 0 0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의견임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5-1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손영래) 42,775 0.20 42,775 0 0 0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의견임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5-2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정상명) 42,775 0.20 42,775 0 0 0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의견임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5-3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김명자) 42,775 0.20 42,775 0 0 0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의견임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5-4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정동채) 42,775 0.20 42,775 0 0 0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의견임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5-5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권오곤) 42,775 0.20 42,775 0 0 0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찬성 의견임

00480 효성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42,775 0.20 42,775 0 0 0 이사회의 규모를 10명으로 유지하고 이사 보수한도도 150억원으로 유지시켜 찬성 의견임

00538 현대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16,056 0.05 116,056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므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0538 현대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1호의안]-정관변경 116,056 0.05 116,056 0 0 0
정관 제31조 변경 안은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변경하는 건으로 변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은 높지 않다고 판단

00538 현대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2호의안]-정관변경 116,056 0.05 116,056 0 0 0 기업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영의지를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분석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00538 현대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3호의안]-정관변경 116,056 0.05 116,056 0 0 0 정관 부칙 변경 안은 가결 시 주주총회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00538 현대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1호의안]-사외이사 선임 116,056 0.05 116,056 0 0 0 후보자(심달훈)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0538 현대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2-1호의안]-사내이사 선임 116,056 0.05 116,056 0 0 0
후보자(하언태)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

하지 못함

00538 현대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2-2호의안]-사내이사 선임 116,056 0.05 116,056 0 0 0
후보자(장재훈)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

하지 못함

00538 현대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2-3호의안]-사내이사 선임 116,056 0.05 116,056 0 0 0
후보자(서강현)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

하지 못함

00538 현대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116,056 0.05 116,056 0 0 0
후보자(이지윤)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0538 현대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5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116,056 0.05 116,056 0 0 0
후보자(심달훈)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2020.10~2021.0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찬성 반대 중립
의결권 보유 주식수 지분비율(%)

행사주식수
불행사주식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역

종목코드 의결권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일시 의안내용

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00538 현대차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16,056 0.05 116,056 0 0 0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45,962 0.06 45,962 0 0 0
DB손해보험의 당해연도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투자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바에 따르면 본 안건에 대한

과소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며 찬성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1호의안]-정관변경: 제7조의2, 8조의3, 11조, 13조, 42조 : ‘배당기준일'

삭제 관련사항 반영
45,962 0.06 45,962 0 0 0

본 건은 상법 개정안에 따라 신주의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하는 등의 내용 및 기업의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

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 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찬성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2호의안]-정관변경: 제24조 : 양성평등 관련 사항 반영 45,962 0.06 45,962 0 0 0
본 건은 자본시장법상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근거를 반영하는 안으로 주식가치 훼손의 우 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찬성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3호의안]-정관변경: 제42조의2 : 중간배당 신설 45,962 0.06 45,962 0 0 0 본 건은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건으로 주식가치 훼손의 우 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찬성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4호의안]-정관변경: 제37조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조문 명확화 45,962 0.06 45,962 0 0 0 본 건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는 건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있 고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1호의안]-사외이사 선임 45,962 0.06 45,962 0 0 0
후보자(최정호)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하

며 찬성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2호의안]-사외이사 선임 45,962 0.06 45,962 0 0 0
후보자(문정숙)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하

며 찬성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3호의안]-사내이사 선임 45,962 0.06 45,962 0 0 0
후보자(김정남)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하

며 찬성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4호의안]-사내이사 선임 45,962 0.06 45,962 0 0 0
후보자(정종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하

며 찬성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45,962 0.06 45,962 0 0 0
후보자(김성국)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하며 찬성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1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45,962 0.06 45,962 0 0 0
 후보자(최정호)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하며 찬성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2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45,962 0.06 45,962 0 0 0
후보자(문정숙)의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하며 찬성함.

00583 DB손해보험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45,962 0.06 45,962 0 0 0
회사의 높은 이익 창출 능력 등을 고려하고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00593 삼성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3,459,130 0.06 3,459,130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0593 삼성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2-1-1호의안]-사외이사 선임 3,459,130 0.06 3,459,130 0 0 0
후보자(박병국)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593 삼성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2-1-2호의안]-사외이사 선임 3,459,130 0.06 3,459,130 0 0 0
후보자(김종훈)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593 삼성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2-2-1호의안]-사내이사 선임 3,459,130 0.06 3,459,130 0 0 0
후보자(김기남)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및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593 삼성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2-2-2호의안]-사내이사 선임 3,459,130 0.06 3,459,130 0 0 0
후보자(김현석)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및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593 삼성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2-2-3호의안]-사내이사 선임 3,459,130 0.06 3,459,130 0 0 0
후보자(고동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및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593 삼성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3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3,459,130 0.06 3,459,130 0 0 0
후보자(김종훈)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593 삼성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4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3,459,130 0.06 3,459,130 0 0 0
분석기업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증가하였고 분석기업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률은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00636 GS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70,091 0.09 70,091 0 0 0 특이사항 없음

00636 GS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호의안]-정관변경 70,091 0.09 70,091 0 0 0 정관 변경의 내용이 주주가치 훼손에 해당되지 않고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찬성함



2020.10~2021.0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찬성 반대 중립
의결권 보유 주식수 지분비율(%)

행사주식수
불행사주식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역

종목코드 의결권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일시 의안내용

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00636 GS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호의안]-사외이사 선임(조희진) 70,091 0.09 70,091 0 0 0 결격사유가 없으며 찬성함

00636 GS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4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조희진) 70,091 0.09 70,091 0 0 0 결격사유가 없으며 찬성함

00636 GS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이희국) 70,091 0.09 70,091 0 0 0 결격사유가 없으며 찬성함

00636 GS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70,091 0.09 70,091 0 0 0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00640 삼성SDI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39,496 0.06 39,496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0640 삼성SDI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2-1호의안]-사내이사 선임 39,496 0.06 39,496 0 0 0
후보자(장혁)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

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640 삼성SDI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2-2호의안]-사내이사 선임 39,496 0.06 39,496 0 0 0
후보자(김종성)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

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640 삼성SDI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3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39,496 0.06 39,496 0 0 0

분석기업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증가하였고 분석기업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률은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분석기업의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00680 미래에셋대우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69,888 0.03 169,888 0 0 0
당해연도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투자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바에 따르면 본 안건에 대한 과소배당 등 주

주가치 훼손의 우려를 발견할 수 없으며 찬성

00680 미래에셋대우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1호의안]-사내이사 선임(최현만) 169,888 0.03 169,888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하며 찬성

00680 미래에셋대우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이만열) 169,888 0.03 169,888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하며 찬성

00680 미래에셋대우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3호의안]-사내이사 선임(김재식) 169,888 0.03 169,888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하며 찬성

00680 미래에셋대우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4호의안]-사외이사 선임(조성일) 169,888 0.03 169,888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하며 찬성

00680 미래에셋대우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정용선) 169,888 0.03 169,888 0 0 0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하며 찬성

00680 미래에셋대우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4-1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조성일) 169,888 0.03 169,888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하

며 찬성

00680 미래에셋대우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4-2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이젬마) 169,888 0.03 169,888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하

며 찬성

00680 미래에셋대우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69,888 0.03 169,888 0 0 0
높은 이익 창출 능력 등을 고려하고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00680 미래에셋대우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6호의안]-정관변경 169,888 0.03 169,888 0 0 0 금번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의 건 상호 변경의 건 등 주주가치 훼손의 유려를 발견할 수 없기에 찬성

00915 삼성전기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12,691 0.15 112,691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0915 삼성전기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2호의안]-사내이사 선임 112,691 0.15 112,691 0 0 0
 후보자(김두영)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또는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915 삼성전기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3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112,691 0.15 112,691 0 0 0
후보자(김용균)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또는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및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

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0915 삼성전기 유가증권시장 2021-03-17 [제4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12,691 0.15 112,691 0 0 0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감소하였고 분석기업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현재 책정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

00954 한국조선해양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72,254 0.10 72,254 0 0 0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 이력 등 지침 상 결격 사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00954 한국조선해양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호의안]-정관변경 72,254 0.10 72,254 0 0 0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 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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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54 한국조선해양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호의안]-사내이사 선임 72,254 0.10 72,254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0954 한국조선해양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4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72,254 0.10 72,254 0 0 0 업계 평균 수준

00983 한화솔루션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12,589 0.07 112,589 0 0 0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이며 기업가치 훼손 우려 없으므로 찬성 의견임

00983 한화솔루션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호의안]-정관변경 112,589 0.07 112,589 0 0 0 한화갤러리아 한화도시개발 흡수합병 및 전자증권제도 도입 상법 반영에 따른 정관 변경으로 찬성 의견임

00983 한화솔루션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1호의안]-사내이사 선임 112,589 0.07 112,589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사내이사로서 결격 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00983 한화솔루션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2호의안]-사내이사 선임 112,589 0.07 112,589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사내이사로서 결격 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00983 한화솔루션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4호의안]-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선입 112,589 0.07 112,589 0 0 0

후보자 이한주는 베스핀 글로벌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분석기업과 클라우드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한바가 있어 이해관계 상충

의 우려가 있음. 하지만 해당 거래는 21년 2월로 종료된 계약이며 추가로 거래 계획이 없음. 또한 설사 거래하게 된다고 하더

라도 이사회의 승인 사항이며 이한주 후보자의 독립성 확보 및 견제 역할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임

00983 한화솔루션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12,589 0.07 112,589 0 0 0 이사회의 규모를 11명으로 보수한도를 90억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찬성 의견임

01014 삼성중공업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54,096 0.02 154,096 0 0 0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 이력 등 지침 상 결격 사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함

01014 삼성중공업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1호의안]-사내이사 선임(정진택) 154,096 0.02 154,096 0 0 0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 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014 삼성중공업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윤종현) 154,096 0.02 154,096 0 0 0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 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014 삼성중공업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3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이기권) 154,096 0.02 154,096 0 0 0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 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014 삼성중공업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3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기권) 154,096 0.02 154,096 0 0 0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 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014 삼성중공업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최강식) 154,096 0.02 154,096 0 0 0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 침 상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014 삼성중공업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54,096 0.02 154,096 0 0 0 이사 보수 실지급액(퇴직금 제외)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 되고 현재 책정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01062 현대미포조선 유가증권시장 2021-03-22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87,882 0.22 87,882 0 0 0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 이력 등 지침 상 결격 사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01062 현대미포조선 유가증권시장 2021-03-22 [제2호의안]-정관변경 87,882 0.22 87,882 0 0 0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 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01062 현대미포조선 유가증권시장 2021-03-22 [3호의안]-사내이사 선임(신현대) 87,882 0.22 87,882 0 0 0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01062 현대미포조선 유가증권시장 2021-03-22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주형환) 87,882 0.22 87,882 0 0 0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01062 현대미포조선 유가증권시장 2021-03-22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87,882 0.22 87,882 0 0 0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71,537 0.06 71,537 0 0 0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이며 기업가치 훼손 없으므로 찬성 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2호의안]-정관변경 71,537 0.06 71,537 0 0 0 지속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 및 상법 개정 그리고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정관 변경으로 찬성 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1호의안]-사내이사 선임(Hussain A. Al Qahtani)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2호의안]-비상임이사 선임(Mohammed Y. Al Qahtani)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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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3호의안]-비상임이사 선임(Zias T. Al Murshed)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4호의안]-비상임이사 선임(S.M. Al Hereagi)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5호의안]-비상임이사 선임(Yahya A. Abushal)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6호의안]-사외이사 선임(한덕수)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7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이재훈)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8호의안]-사외이사 선임(신미남)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9호의안]-사외이사 선임(Jungsoon Janice Lee)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10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이전환)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황인태)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5-1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이재훈)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감사위원으로서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5-2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신미남)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감사위원으로서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5-3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이전환) 71,537 0.06 71,537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독립성과 전문성 등 감사위원으로서 결격 사유 없어 찬성의견임

01095 S-Oil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71,537 0.06 71,537 0 0 0 이사회의 규모를 11인으로 유지하고 총 보수를 25억으로 유지하여 찬성 의견임

01107 LG이노텍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8,975 0.04 8,975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1107 LG이노텍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2호의안]-정관변경 8,975 0.04 8,975 0 0 0
정관 제52조 변경 안은 상법 제343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개정 후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관을 정비하는 건으로 주식가치 변화와 무관

01107 LG이노텍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3호의안]-비상임이사 선임 8,975 0.04 8,975 0 0 0
 후보자(정년채)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및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기타비상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107 LG이노텍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4호의안]-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8,975 0.04 8,975 0 0 0
후보자(채준)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및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그리고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

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107 LG이노텍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8,975 0.04 8,975 0 0 0
분석기업의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증가. 분석기업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률은 높은 수준을 보

임에 따라 분석기업의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01120 에이치엠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88,620 0.06 188,620 0 0 0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 이력 등 지침 상 결격 사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01120 에이치엠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1호의안]-사내이사 선임(배재훈) 188,620 0.06 188,62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 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01120 에이치엠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2호의안]-사내이사 선임(박진기) 188,620 0.06 188,62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 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01120 에이치엠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3호의안]-사외이사 선임(윤민혁) 188,620 0.06 188,62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 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01120 에이치엠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4호의안]-사외이사 선임(송요익) 188,620 0.06 188,62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 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01120 에이치엠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김규복) 188,620 0.06 188,62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 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2020.10~2021.0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찬성 반대 중립
의결권 보유 주식수 지분비율(%)

행사주식수
불행사주식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역

종목코드 의결권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일시 의안내용

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01120 에이치엠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4-1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윤민현) 188,620 0.06 188,62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

단

01120 에이치엠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4-2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송요익) 188,620 0.06 188,62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

단

01120 에이치엠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88,620 0.06 188,620 0 0 0 분석기업의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

01120 에이치엠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6호의안]-정관변경 188,620 0.06 0 188,620 0 0

전환사채 발행시 기존의 사채발행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한도를 기산하도록 하는 안.부칙 변경 안 가결 시 전환사채

발행 한도의 희석률(%)은 22.4%.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보유자 의 합리적인 행사 여부에 따라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보다 보수적 관점을 유지할 필요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1호의안]-재무제표승인 37,255 0.12 37,255 0 0 0 감사의견 적정이며 기업가치 훼손 없으므로 찬성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2-1호의안]-현금배당 승인 37,255 0.12 37,255 0 0 0
배당성향 18년 6.6%에서 12.3% 17.7%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5년간 3~4조원 투자가 예정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

소 배당 및 주주가치 훼손 우려 적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2-2호의안]-현금배당 승인(주주제안) 37,255 0.12 0 37,255 0 0
주당 11000원 수준은 총 3천억원 수준으로 분석기업 과거 5년간 평균 설비투자액 1754억 장단기 차입금이 8600억임을 고려

하면 3천억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음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1-1호의안]-정관변경-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정관 제 31 조 ,

제 32 조 개정
37,255 0.12 37,255 0 0 0 기존 대표이사의 당연 이사회 의장 겸직을 분리하여 일정 부분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을 강화화고 있으므로 찬성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1-2호의안]-정관변경- 이사회내 위원회 ESG 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보상위원회 등)의 신설 등 (정관 제34조 개정)
37,255 0.12 0 37,255 0 0

이사회 내 위원회가 주주가치 관점에서 긍정적이나 정관 변경 안 제2-2-2호 2-2-3호 2-2-4호 변경안이 내부거래위원회와 보

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에 대하여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였기 때문에 주주권익 개선에 더 기여할 것으로 판단. 양립 불가한

2-1-2호 의안을 반대하는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2-1호의안]-정관변경(주주제안)-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정관

제 31 조 개정
37,255 0.12 0 37,255 0 0

이사회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회 역할 뿐만 아니라 내부 전문가가 경영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함. 금호석유가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고 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이사회 의

장의 자격을 사외이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이사회가 시장 위기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실행력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

되어 반대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2-2호의안]-정관변경(주주제안) - 이사회내 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보상위원회 의 신설 정관 제 34조 개정)
37,255 0.12 37,255 0 0 0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주주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찬

성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2-3호의안]-정관변경(주주제안) -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등 정관 제 35

조의 5 신설
37,255 0.12 37,255 0 0 0

본 안은 내부거래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계열회사간 거래 등 내부거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

는 것으로서 심의 기능만 부여하는 경우에 비하여 구성과 정관을 명시함으로써 긍정적이라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2-4호의안]-정관변경(주주제안)- 보상위원회 구성 등 정관 제 35 조의

6 신설 , 제 29 조 개정
37,255 0.12 37,255 0 0 0

이 의안의 주요 골자는 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및 보수의 지급 여부와 금액 그리

고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주주 권익에 긍정적임. 특히 높은 보수를 받는 고위경영자가 보상위

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독립적인 운영에 제한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금호석유의 변경 안은 그 구성과 권한을 정관에 명시

하였으므로 긍정적. 찬성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1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황이석) 37,255 0.12 0 37,255 0 0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 사유는 없으나 주주 측 추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가 독립성 관점에서

더 적합하여 반대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2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이병남) 37,255 0.12 37,255 0 0 0

이병남 후보는 박철완 주주제안으로 상정 되었으며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 없음. 과거 보스턴컨설팅그룹 한

국 오피스 대표 등의 전문성은 금호석유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사회에 대한 견제 기능이 필요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이라는 점을 고려 하였을 때 주주제안 측의 후보자가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4-1호의안]-사내이사 선임(백종훈) 37,255 0.12 0 37,255 0 0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되나 박철완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판단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4-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박철완) 37,255 0.12 37,255 0 0 0
백종훈 박철완 후보 모두 사내이사로서 결격사유 없으나 금호석유의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 강화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박철

완 후보가 상대적으로 낫다는 판단으로 찬성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1호의안]-사외이사 선임(최도성) 37,255 0.12 0 37,255 0 0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안건 제6-1호

와 제 6-2호에서 1명을 선임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2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이정미) 37,255 0.12 37,255 0 0 0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 없으며 후보자의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 및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등 재직경력을 고려

하면 긍적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3호의안]-사외이사 선임(박순애) 37,255 0.12 37,255 0 0 0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 없으며 환경부 자체평가위원 및 한국환경정책학회 부회장 등 경력을 고려하면 금호

석유의 환경 부분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4호의안]-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Min John K) 37,255 0.12 37,255 0 0 0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등 지침상 사외이사로서 결격 사유 없으며 법무법인 변호사와 우리기술투자에서 사외이사 재직 등의

과거 경력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업무 수행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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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5호의안]-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조용범) 37,255 0.12 0 37,255 0 0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 없으나 사외이사 3명 선임 제한으로 반대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6호의안]-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최정현) 37,255 0.12 0 37,255 0 0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 없으나 사외이사 3명 선임 제한으로 반대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6-1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최도성) 37,255 0.12 0 37,255 0 0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 사유 없으나 6-2호 위원 Min John K 선임을 위하여 반대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6-2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주주제안)(Min John K) 37,255 0.12 37,255 0 0 0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결격사유 없으며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견제 기능이 원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외이사

인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임

01178 금호석유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7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37,255 0.12 37,255 0 0 0 이사회의 규모를 10인으로 유지하고 보수한도를 65억으로 유지하여 찬성 의견임

01233 현대모비스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82,649 0.09 82,649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므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1233 현대모비스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호의안]-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승인 82,649 0.09 82,649 0 0 0 본 안건이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 이력 등 지침 상 결격 사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01233 현대모비스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1호의안]-사외이사 선임(김대수) 82,649 0.09 82,649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233 현대모비스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조성환) 82,649 0.09 82,649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233 현대모비스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3호의안]-사내이사 선임(배형근) 82,649 0.09 82,649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233 현대모비스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4호의안]-사내이사 선임(고영석) 82,649 0.09 82,649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233 현대모비스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4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김대수) 82,649 0.09 82,649 0 0 0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233 현대모비스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5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강진아) 82,649 0.09 82,649 0 0 0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1233 현대모비스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6-1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82,649 0.09 82,649 0 0 0 분석기업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01233 현대모비스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6-2호의안]-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82,649 0.09 82,649 0 0 0 분석기업의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01233 현대모비스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7호의안]-정관변경 82,649 0.09 82,649 0 0 0

정관 변경 안은 분석기업 및 분석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중장기 전략과 그 궤(軌)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며 신규 사업목적은

기존 분석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분석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 판단되며 이번 사업 목적 변경 안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

01468 한솔케미칼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35,827 0.32 35,827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1468 한솔케미칼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조연주) 35,827 0.32 35,827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

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1468 한솔케미칼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35,827 0.32 35,827 0 0 0
분석기업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증가하였고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

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01767 SK텔레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32,069 0.04 32,069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1767 SK텔레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2호의안]-정관변경 32,069 0.04 32,069 0 0 0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01767 SK텔레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호의안]-주식매수선택권부여 32,069 0.04 32,069 0 0 0 금번에 부여하는 주식수는 분석기업 전체 발행주식수의 0.04%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식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

01767 SK텔레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4호의안]-사내이사 선임(유영상) 32,069 0.04 0 32,069 0 0 과도한 사내이사 겸임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01767 SK텔레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5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윤영민) 32,069 0.04 32,069 0 0 0
사외이사 선임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

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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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불행사 사유

01767 SK텔레콤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32,069 0.04 32,069 0 0 0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02826 삼성물산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53,411 0.03 53,411 0 0 0 특이사항 없으며 주주가치 훼손 우려 발견할 수 없음

02826 삼성물산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1-1호의안]-사외이사 선임(필립코쉐) 53,411 0.03 53,411 0 0 0 외국인 이사이자 주주권익보호 담당위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성화 기대

02826 삼성물산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1-2호의안]-사외이사 선임(최중경) 53,411 0.03 53,411 0 0 0 결격사유 없음

02826 삼성물산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2-1호의안]-사내이사 선임(고정석) 53,411 0.03 53,411 0 0 0 결격사유 없음

02826 삼성물산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2-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오세철) 53,411 0.03 53,411 0 0 0 결격사유 없음

02826 삼성물산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2-3호의안]-사내이사 선임(한승환) 53,411 0.03 53,411 0 0 0 결격사유 없음

02826 삼성물산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2-4호의안]-사내이사 선임(이준서) 53,411 0.03 53,411 0 0 0 결격사유 없음

02826 삼성물산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3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53,411 0.03 53,411 0 0 0 현재 책정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음

03000 제일기획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36,086 0.12 136,086 0 0 0 안건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이력 등 결격 사유가 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03000 제일기획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2-1호의안]-사외이사 선임 136,086 0.12 136,086 0 0 0
후보자(오윤)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안에 찬성

03000 제일기획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2-2호의안]-사내이사 선임 136,086 0.12 136,086 0 0 0
후보자(김종현)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

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안에 찬성

03000 제일기획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3호의안]-감사선임 136,086 0.12 136,086 0 0 0
후보자(이홍섭)의 상근감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상근감사로서

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의안에 찬성

03000 제일기획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4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36,086 0.12 136,086 0 0 0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의안에 찬성

03000 제일기획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5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136,086 0.12 136,086 0 0 0
해당 감사보수한도(5억원)는 감사에게 업무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

안에 찬성

03422 LG디스플레이 유가증권시장 2021-03-23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01,603 0.03 101,603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3422 LG디스플레이 유가증권시장 2021-03-23 [제2호의안]-정관변경 101,603 0.03 101,603 0 0 0 상법법률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03422 LG디스플레이 유가증권시장 2021-03-23 [제3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이병호) 101,603 0.03 101,603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

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3422 LG디스플레이 유가증권시장 2021-03-23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문두철) 101,603 0.03 101,603 0 0 0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3422 LG디스플레이 유가증권시장 2021-03-23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01,603 0.03 101,603 0 0 0

분석기업의 경영성과 개선과 함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분석기업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

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기업의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03601 아비코전자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00,000 0.75 0 100,000 0 0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주잉여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주주잉여현금흐름(FCFE 5년 평균) 대비 총현금배당금 비율이 업

종 평균(21.60%)보다 하회하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에 소극적인 점은 주주이익측면에서 부정적이기에 현 배당수준은 과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03601 아비코전자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2-1호의안]-정관변경정관( 제8조의2 변경의 건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규정 정비))
100,000 0.75 0 100,000 0 0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찬성

03601 아비코전자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2-2호의안]-정관변경(정관 제12조 제17조 제5항 제54조 제3항 변경의 건

(이익배당기준일 정비 및 동등배당의 근거 명시))
100,000 0.75 100,000 0 0 0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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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코드 의결권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일시 의안내용

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03601 아비코전자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2-3호의안]-정관변경(정관 제45조 변경의 건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감

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100,000 0.75 100,000 0 0 0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찬성

03601 아비코전자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2-4호의안]-정관변경(정관 제16조 제20조 제51조 변경의 건 (정기주주총

회 개최시기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 및 기준일 등 관련조문

정비) 부칙 )

100,000 0.75 100,000 0 0 0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찬성

03601 아비코전자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2-5호의안]-정관변경(정관 제5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변경의 건 (발행

할 주식수 및 신주발행한도 증액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통일성 유지 및 조문중복등 관련 조문 정비)

100,000 0.75 0 100,000
정관 제9조 변경 안은 기존의 제3자 배정에 대한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확대 하는 안. 이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우려(희석률 33.3%)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

03601 아비코전자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2-6호의안]-정관변경(시행일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경과규정) 100,000 0.75 100,000 0 0 0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찬성

03601 아비코전자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3호의안]-사내이사 선임 100,000 0.75 100,000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찬성

03601 아비코전자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4호의안]-감사선임 100,000 0.75 0 100,000 0 0
후보자의 최초 임기시작일(2001.03.16)으로부터 금번 안건의 임기(3년)를 재직할 경우 당해 회사에 20년간 비상근감사로 재직

하게 되어 당해회사 감사로서 재직연수 6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03601 아비코전자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00,000 0.75 100,000 0 0 0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03601 아비코전자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6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100,000 0.75 0 100,000 0 0

비상근 감사로서 FY19에 받은 보수가 1200만원이었고 FY20에 받은 보수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사내이사 1인당 평균 보수

와 직원의 평균 보수를 고려하였을 때 실제 보수 지급액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업무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

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대

03620 유니셈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2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76,386 0.25 76,386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3620 유니셈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2 [제2호의안]-정관변경 76,386 0.25 76,386 0 0 0
정관에 추가되는 사업목적은 분석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분석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고 분석기

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변경

03620 유니셈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2 [제3-1호의안]-사내이사 선임(이양구) 76,386 0.25 76,386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

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3620 유니셈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2 [제3-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성시목) 76,386 0.25 76,386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

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3620 유니셈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2 [제4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76,386 0.25 76,386 0 0 0 분석기업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04597 코아시아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732,302 2.78 732,302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4597 코아시아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1호의안]-사내이사 선임(이희준) 732,302 2.78 732,302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4597 코아시아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위종묵) 732,302 2.78 732,302 0 0 0

코아시아 위종묵 대표이사는 코아시아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각 계열사들의 주요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고 기업 인수

또는 전략적 경영참여 당시 이사회 장악을 위한 전략적 경영 판단에 따라 현재 6 개 기업의 이사로 겸직중. 그러나 실제 상근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준이 되는 회사는 현재 코아시아 이며 코아시아를 제외한 각 계열사들의 현장 경영은 각 사장단

들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이루어짐. 향후에 자회사의 성장궤도에 올라가면 물러날 예정

04597 코아시아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3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이도준) 732,302 2.78 732,302 0 0 0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4597 코아시아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3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732,302 2.78 732,302 0 0 0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04597 코아시아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4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732,302 2.78 732,302 0 0 0
상근 감사로서 FY19에 받은 보수가 1000만원이었고 FY20에 받은 보수는 1000만원임. 기업의 FY19 직원 평균 보수는 3200만

원으로 사내이사 1인당 평균 보수와 직원의 평균 보수를 고려했을때 충분하다고 판단.

04704 대우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236,300 0.06 0 236,300 0 0 배당 확대에 소극적인 점은 주주이익 측면에서 부정적이기에 반대함

04704 대우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호의안]-정관변경 236,300 0.06 236,300 0 0 0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가 효율성 및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없어보이므로 찬성함

04704 대우건설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236,300 0.06 236,300 0 0 0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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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코드 의결권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일시 의안내용

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05191 LG화학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53,206 0.08 53,206 0 0 0 감사의견 적정이며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 없어 찬성 의견임

05191 LG화학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2호의안]-정관변경 53,206 0.08 53,206 0 0 0 개정상법을 반영한 정관 변경으로 찬성 의견임

05191 LG화학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호의안]-사내이사 선임(차동석) 53,206 0.08 53,206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사내이사로서 결격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05191 LG화학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김문수) 53,206 0.08 53,206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위반 등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05191 LG화학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53,206 0.08 53,206 0 0 0  이사회의 규모를 7명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보수 한도도 80억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여 찬성 의견임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299,047 0.06 299,047 0 0 0
이익 안정성 및 당해 이익 창출 능력 등을 고려 과소 및 과다 배당 우려는 적다고 판단. 본 안건은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

손 이력 등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2호의안]-정관변경 299,047 0.06 299,047 0 0 0
변경 안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17764호)」이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 등을 반영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 없기에 찬성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1호의안]-비상임이사 선임(진옥동) 299,047 0.06 299,047 0 0 0

후보자는 금융투자상품(라임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신한은행장(등기임원)으로

재직 중 신한은행의 라임펀드의 판매는 후보자의 은행장 취임(2019년 3월)이후 임기 초 판매되었다고 판단 그 귀책사유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후보자(진옥동)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기타비상무이사로

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2호의안]-사외이사 선임(박안순) 299,047 0.06 299,047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3호의안]-사외이사 선임(배훈) 299,047 0.06 299,047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4호의안]-사외이사 선임(변양호) 299,047 0.06 299,047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5호의안]-사외이사 선임(성재호) 299,047 0.06 299,047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6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이용국) 299,047 0.06 299,047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7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이윤재) 299,047 0.06 299,047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8호의안]-사외이사 선임(최경록) 299,047 0.06 299,047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9호의안]-사외이사 선임(최재붕) 299,047 0.06 299,047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3-10호의안]-사외이사 선임(허용학) 299,047 0.06 299,047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곽수근) 299,047 0.06 299,047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5-1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성재호) 299,047 0.06 299,047 0 0 0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5-2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윤재) 299,047 0.06 299,047 0 0 0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5555 신한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5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299,047 0.06 299,047 0 0 0
신한지주의 높은 이익 창출 능력 등을 고려하고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05909 미코 코스닥증권시장 2021-03-30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60,454 0.19 60,454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5909 미코 코스닥증권시장 2021-03-30 [제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이석윤) 60,454 0.19 60,454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05909 미코 코스닥증권시장 2021-03-30 [제3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60,454 0.19 60,454 0 0 0  책정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



2020.10~2021.0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찬성 반대 중립
의결권 보유 주식수 지분비율(%)

행사주식수
불행사주식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역

종목코드 의결권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일시 의안내용

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05909 미코 코스닥증권시장 2021-03-30 [제4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60,454 0.19 60,454 0 0 0
분석기업의 감사 보수 지급액과 안건에서 제안한 감사 1인에 대한 감사 보수한도 2억원은 감사에게 업무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

06429 인텍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420,171 3.33 420,171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6429 인텍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2호의안]-비상임감사 선임 420,171 3.33 420,171 0 0 0
후보자(안태현)의 상근감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비상근감사로서

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6429 인텍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3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420,171 3.33 420,171 0 0 0 기업의 보수는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었다고 판단

06429 인텍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4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420,171 3.33 0 420,171 0 0 감사에게 업무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06429 인텍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5 [제5호의안]-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 420,171 3.33 420,171 0 0 0
주식매수선택권 118000주는 분석기업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0.93%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일부 주식가치 희석에 대

한 우려는 제한적

06657 LG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44,159 0.02 44,159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6657 LG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호의안]-정관변경 44,159 0.02 44,159 0 0 0
분석기업의 해당 정관 변경 안은 상법 법률 변경에 따라 정관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06657 LG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호의안]-사내이사 선임(배두용) 44,159 0.02 44,159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

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6657 LG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강수진) 44,159 0.02 44,159 0 0 0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

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6657 LG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44,159 0.02 44,159 0 0 0
분석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분석기업의 사내이사 1

인당 실지급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책정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

06657 LG전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6호의안]-분할계획서 승인 64,159 0.04 64,159 0 0 0 분석기업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은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훼손할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건에 대해 찬성

06996 현대백화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31,951 0.14 31,951 0 0 0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 이력 등 결격 사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안건 승인의 건에 찬성

06996 현대백화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2호의안]-정관변경 31,951 0.14 31,951 0 0 0
추가되는 사업목적이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고 사업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관변경의 건의 경우 상법 시행령 개정

을 반영하는건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06996 현대백화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1호의안]-사내이사 선임(정교선) 31,951 0.14 31,951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므로 본 의안에 찬성

06996 현대백화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2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이윤철) 31,951 0.14 31,951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과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의안에 찬성

06996 현대백화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3-3호의안]-사외이사 선임(장재영) 31,951 0.14 31,951 0 0 0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과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의안에 찬성

06996 현대백화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4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윤철) 31,951 0.14 31,951 0 0 0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와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인 감사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6996 현대백화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5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방효진) 31,951 0.14 31,951 0 0 0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

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06996 현대백화점 유가증권시장 2021-03-24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31,951 0.14 31,951 0 0 0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현재 책정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07105 한국금융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1호의안]-사외이사 선임 161,543 0.29 161,543 0 0 0
후보자(정영록)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 성과 전문성 등 결격사유 없다고 판

단

07105 한국금융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2호의안]-사외이사 선임 161,543 0.29 161,543 0 0 0 후보자(김정기)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 성과 전문성 등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7105 한국금융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3호의안]-사외이사 선임 161,543 0.29 161,543 0 0 0
후보자(조영태)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 성과 전문성 등 결격사유 없다고 판

단

07105 한국금융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4호의안]-사외이사 선임 161,543 0.29 161,543 0 0 0
후보자(김태원)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 성과 전문성 등 결격사유 없다고 판

단.



2020.10~2021.0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찬성 반대 중립
의결권 보유 주식수 지분비율(%)

행사주식수
불행사주식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역

종목코드 의결권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일시 의안내용

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07105 한국금융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5호의안]-사외이사 선임 161,543 0.29 161,543 0 0 0
후보자(함춘승)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 성과 전문성 등 결격사유 없다고 판

단.

07105 한국금융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161,543 0.29 161,543 0 0 0
후보자(윤대희)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

07105 한국금융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1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161,543 0.29 161,543 0 0 0
후보자(정영록)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7105 한국금융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2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161,543 0.29 161,543 0 0 0
후보자(김정기)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07105 한국금융지주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4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61,543 0.29 161,543 0 0 0

한국금융지주 2019년 영업이익은 9418억에서 2020년 8564억으로 하락했으나 코로나 국면 선방했다고 판단하며 그 이익 안

정성은 여전히 높고 역대 최대 이익이 다시 기대되는 바 사내이사 1인당 지급액 6.4억에서 9.1억으로 증가되는 수준의 실지급

액은 합리적이라 판단

07943 현대리바트 유가증권시장 2021-03-29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65,643 0.32 65,643 0 0 0 특이사항 없으며 주주가치 훼손 우려 없어 찬성함

07943 현대리바트 유가증권시장 2021-03-29 [제2호의안]-정관변경 65,643 0.32 65,643 0 0 0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주가치 훼손 우려 없어 찬성함

07943 현대리바트 유가증권시장 2021-03-29 [제3-1호의안]-사내이사 선임(박민희) 65,643 0.32 65,643 0 0 0 결격사유 없으며 찬성함

07943 현대리바트 유가증권시장 2021-03-29 [제3-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엄익수) 65,643 0.32 65,643 0 0 0 결격사유 없으며 찬성함

07943 현대리바트 유가증권시장 2021-03-29 [제3-3호의안]-사외이사 선임(윤승현) 65,643 0.32 65,643 0 0 0 결격사유 없으며 찬성함

07943 현대리바트 유가증권시장 2021-03-29 [제4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윤승현) 65,643 0.32 65,643 0 0 0 결격사유 없으며 찬성함

07943 현대리바트 유가증권시장 2021-03-29 [제5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김형중) 65,643 0.32 65,643 0 0 0 결격사유 없으며 찬성함

07943 현대리바트 유가증권시장 2021-03-29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65,643 0.32 65,643 0 0 0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찬성함

09046 비에이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55,999 0.47 155,999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9046 비에이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2-1호의안]-정관변경건 - 사업확장에 따른 사업의 목적 추가 155,999 0.47 155,999 0 0 0 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찬성

09046 비에이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2-2호의안]-정관변경 - 상법·상법시행령 개정 반영 및 조문 정비 155,999 0.47 155,999 0 0 0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당 연구소는 찬성

09046 비에이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2-3호의안]-정관변경- 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양식 개정 반영 155,999 0.47 0 155,999 0 0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보통주식이 될 수 있으며 발행 한도의 희석률(%)은 19.7%로 높은

수준. 주주의 과다한 권리 희석 우려가 커진다고 판단되어 거절

09046 비에이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3호의안]-사외이사 선임(송영중) 155,999 0.47 155,999 0 0 0
후보자(송영중)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09046 비에이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4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55,999 0.47 155,999 0 0 0 분석기업의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09046 비에이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5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155,999 0.47 155,999 0 0 0
분석기업의 감사 보수 지급액과 안건에서 제안한 감사 1인에 대한 감사 보수한도 1억원은 감사에게 업무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09287 엑시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78,234 1.72 178,234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09287 엑시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호의안]-정관변경 178,234 1.72 0 178,234 0 0 유보기간 단축은 전환권의 행사를 이전보다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커질 수 있어 반대

09287 엑시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3호의안]-감사선임(이장한) 178,234 1.72 0 178,234 0 0 상근감사 선임에 있어 재직연수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의안에 대해 반대

09287 엑시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4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78,234 1.72 178,234 0 0 0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2020.10~2021.0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찬성 반대 중립
의결권 보유 주식수 지분비율(%)

행사주식수
불행사주식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역

종목코드 의결권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일시 의안내용

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09287 엑시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5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178,234 1.72 178,234 0 0 0 감사 보수한도 1억원은 감사에게 업무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366,951 0.09 366,951 0 0 0
KB금융지주의 이익 안정성 당해 이익 창출 능력 등을 고려 과소 및 과다 배당 우려는 적다고 판단. 본 안건은 기업가치 및 주

주권익의 훼손 이력 등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하며 의안에 찬성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1호의안]-사외이사 선임(Stuart B. Solomon) 366,951 0.09 366,951 0 0 0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인 KB증권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안

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이후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 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

로 경감된 바가 있음. 징계 수위 중징계 아니며 관련 이슈 외에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

유 없다고 판단. 찬성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2호의안]-사외이사 선임(선우석호) 366,951 0.09 366,951 0 0 0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인 KB증권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안

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이후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 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

로 경감된 바가 있음. 징계 수위 중징계 아니며 관련 이슈 외에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

유 없다고 판단. 찬성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3호의안]-사외이사 선임(최명희) 366,951 0.09 366,951 0 0 0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인 KB증권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안

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이후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 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

로 경감된 바가 있음. 징계 수위 중징계 아니며 관련 이슈 외에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

유 없다고 판단. 찬성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2-4호의안]-사외이사 선임(정구환) 366,951 0.09 366,951 0 0 0

후보자는 분석기업의 이사회 내 평가보상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장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 ESG위원 등을 겸직하고

있음. 라임 사태 관련 KB금융지주 중징계 피해갔으며 관련 이슈 외에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찬성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3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김경호) 366,951 0.09 366,951 0 0 0
후보자가 분석기업의 감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음. 라임 사태 관련 KB금융지주 중징계 피해갔으며 관련 이슈 외에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찬성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4-1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선우석호) 366,951 0.09 366,951 0 0 0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인 KB증권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안

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이후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 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

로 경감된 바가 있음. 징계 수위 중징계 아니며 관련 이슈 외에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

유 없다고 판단. 찬성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4-2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최명희) 366,951 0.09 366,951 0 0 0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인 KB증권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안

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이후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 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

로 경감된 바가 있음. 징계 수위 중징계 아니며 관련 이슈 외에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

유 없다고 판단. 찬성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4-3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오규택) 366,951 0.09 366,951 0 0 0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던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인 KB증권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안

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이후 제재심에서 박정림 대표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 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

로 경감된 바가 있음. 징계 수위 중징계 아니며 관련 이슈 외에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결격사

유 없다고 판단. 찬성함.

10556 KB금융 유가증권시장 2021-03-26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366,951 0.09 366,951 0 0 0
회사의 높은 이익 창출 능력 등을 고려하고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찬성함.

12634 비나텍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40,305 2.86 140,305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12634 비나텍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40,305 2.86 140,305 0 0 0 경영성과의 소폭 상승과 함께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12634 비나텍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3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140,305 2.86 140,305 0 0 0
분석기업의 감사 보수 지급액과 안건에서 제안한 감사 1인에 대한 감사 보수한도 0.5억원은 감사에게 업무 책임감을 부여하

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

12634 비나텍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4호의안]-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 140,305 2.86 140,305 0 0 0
분석기업의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0.40%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일부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18623 그린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49,365 1.55 149,365 0 0 0 그린플러스의 이익 성장성과 당해 이익 창출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처분(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함.

18623 그린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호의안]-정관변경 149,365 1.55 149,365 0 0 0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시행됨 에 따라 분석기업의 정관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

는 건으로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찬성함.

18623 그린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3-1호의안]-사내이사 선임(박영환) 149,365 1.55 149,365 0 0 0
후보자(박영환)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찬성함.

18623 그린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3-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이성화) 149,365 1.55 149,365 0 0 0
후보자(이성화)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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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중립
의결권 보유 주식수 지분비율(%)

행사주식수
불행사주식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역

종목코드 의결권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일시 의안내용

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18623 그린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3-3호의안]-사내이사 선임(박정기) 149,365 1.55 149,365 0 0 0
후보자(박정기)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찬성함.

18623 그린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4호의안]-비상임감사 선임(김영재) 149,365 1.55 149,365 0 0 0
후보자(김영재)의 상근감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비상근감사로서의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

찬성함

18623 그린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49,365 1.55 149,365 0 0 0
그린플러스의 이익 창출 능력 등을 고려하고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찬성함

18623 그린플러스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6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149,365 1.55 149,365 0 0 0
비상근 감사로서 보수 1200만원은 다소 작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나 최근 5년 주주잉여현금흐름(FCFE) 은 -4억을 기록하는 등

그린플러스 이익 수준이 높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찬성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23,787 0.18 23,787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1호의안]-정관변경- 정관 제3조, 본점의 소재지 23,787 0.18 23,787 0 0 0 본점 주소지 변경에 따른 수정으로 주주가치의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2호의안]-정관변경 - 정관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

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23,787 0.18 23,787 0 0 0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3호의안]-정관변경- 정관 제 11조, 주식매수선택권 23,787 0.18 0 23,787 0 0 유보기간 단축은 전환권의 행사를 이전보다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있다고 판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4호의안]-정관변경 - 정관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 23,787 0.18 23,787 0 0 0 분석기업의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5호의안]-정관변경- 정관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23,787 0.18 23,787 0 0 0 분석기업의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6호의안]-정관변경 - 정관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23,787 0.18 23,787 0 0 0 분석기업의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7호의안]-정관변경- 정관 제19조, 소집시기 23,787 0.18 23,787 0 0 0 분석기업의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8호의안]-정관변경- 정관 제31조, 이사의 수 23,787 0.18 23,787 0 0 0
정관 변경안이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둔다는 판단 근거를 찾기 어려움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9호의안]-정관변경- 정관 제32조, 이사의 선임 · 해임 23,787 0.18 23,787 0 0 0
정관 변경 안에서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 결의 조건 요건을 강화시켰으며 대표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

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을 청구할 수 있어 공정한 경영을 할 수가 있음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10호의안]-정관변경 - 정관 제33조, 이사의 임기 23,787 0.18 23,787 0 0 0 정관 변경 안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11호의안]-정관변경- 정관 제3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3,787 0.18 0 23,787 0 0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외에 퇴직보상으로 150억원을 지급하도

록 하는 안으로 변경전 금액 50억원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 또한 주가치에 긍정적일 수 있는 적대적 M&A가 특정 주주의 이

익을 위해 무산되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 받을 수 있고 경영의 효율성도 떨어 질 수 있기 때문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12호의안]-정관변경 - 정관 제44조, 감사의 선임 · 해임 23,787 0.18 23,787 0 0 0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13호의안]-정관변경 - 정관 제50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23,787 0.18 23,787 0 0 0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14호의안]-정관변경 - 정관 제52조, 이익배당 23,787 0.18 23,787 0 0 0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15호의안]-정관변경- 부칙 23,787 0.18 23,787 0 0 0 정관 부칙 변경 안은 가결 시 주주총회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필요성이 인정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3호의안]-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23,787 0.18 23,787 0 0 0 퇴직금 지급률 변경의 건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4호의안]-감사선임(공종성) 23,787 0.18 23,787 0 0 0
상근감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지침 상 상근감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

하지 못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23,787 0.18 23,787 0 0 0 분석기업의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

20071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6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23,787 0.18 23,787 0 0 0 1인에 대한 감사 보수한도 2억원은 감사에게 업무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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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2 만도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31,300 0.07 0 31,300 0 0
작년 하반기 실적이 크게 회복되었고 올해도 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배당성향보다 최소한의 배당은 가능하다고 판

단(과소배당)하여 반대

20432 만도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2호의안]-사내이사 선임 31,300 0.07 31,300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20432 만도 유가증권시장 2021-03-19 [제3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31,300 0.07 31,300 0 0 0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21445 파마리서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01,108 1.03 101,108 0 0 0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이며 기업가치 훼손 없으므로 찬성 의견임

21445 파마리서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2호의안]-정관변경 101,108 1.03 101,108 0 0 0 상호 변경과 관련 사업목적 추가 및 전자증권법 관련된 정관 변경으로 찬성 의견임

21445 파마리서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3호의안]-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101,108 1.03 101,108 0 0 0 퇴직금 산정 및 재임 년수의 계산 특별공로금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및 신설에 따른 것으로 찬성 의견임

21445 파마리서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4호의안]-사내이사 선임(백승걸) 101,108 1.03 101,108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상 위반 등 결격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21445 파마리서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5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배하석) 101,108 1.03 101,108 0 0 0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상 위반 등 결격사유 없어 찬성 의견임

21445 파마리서치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01,108 1.03 101,108 0 0 0 이사회의 규모를 7명으로 유지하고 보수 한도를 30억으로 유지하여 찬성 의견임

22280 심텍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254,459 0.80 254,459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22280 심텍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2호의안]-정관변경 254,459 0.80 254,459 0 0 0 해당 정관 변경 안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22280 심텍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3호의안]-사내이사 선임 254,459 0.80 254,459 0 0 0
후보자(전세호)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등 지침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

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22280 심텍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4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254,459 0.80 254,459 0 0 0  이사 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와 연계하여 설정되고 보수한도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22280 심텍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6 [제5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254,459 0.80 254,459 0 0 0
감사보수 지급액과 안건에서 제안한 감사 1인에 대한 감사 보수한도 3억원은 감사에게 업무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

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26552 AP시스템 코스닥증권시장 2021-03-30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20,541 0.14 20,541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

26552 AP시스템 코스닥증권시장 2021-03-30 [제2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20,541 0.14 20,541 0 0 0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FY19 기준 0.8억원에서 FY20 기준 2.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경영성과가 FY19 영업이익 284억

원에서 FY20 영업이익 463억원으로 상승(62.8%)하였기에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26552 AP시스템 코스닥증권시장 2021-03-30 [제3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20,541 0.14 20,541 0 0 0
감사 1인에 대한 감사 보수한도 1억원은 감사에게 업무 책임감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판

단

29804 효성중공업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25,446 0.27 25,446 0 0 0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의 훼손 이력 등 지침 상 결격 사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29804 효성중공업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2호의안]-정관변경 25,446 0.27 25,446 0 0 0 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29804 효성중공업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3호의안]-사내이사 선임 25,446 0.27 25,446 0 0 0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지침 상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29804 효성중공업 유가증권시장 2021-03-18 [제4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25,446 0.27 25,446 0 0 0 보수한도 전년동일하여 찬성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168,884 2.25 168,884 0 0 0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찬성합니다. 동 기업의 경우 과소 및 과

다 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1호의안]-정관변경 - 제2호(목적사항) 변경 168,884 2.25 168,884 0 0 0
정관 제2조 변경 안은 사업목적으로 '엔젤투자 및 창업 인큐베이팅'을 추가한는 건으로 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주주가치 훼손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2호의안]-정관변경 -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변경
168,884 2.25 168,884 0 0 0

정관 제 9조 변경 안은 전자증권법령상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를 신설하는 건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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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3호의안]-정관변경 -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변경 168,884 2.25 168,884 0 0 0
정관 제10조의 변경 안은 주식매수선택권 유보기간을 확대하는 건으로 주주권익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이다고 판단되어 본 의

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4호의안]-정관변경- 제10조의4(신주의 동등배당) 변경 168,884 2.25 168,884 0 0 0
정관 제10조의4 변경 안은 상법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건으로 신주의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의안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5호의안]-정관변경-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변경 168,884 2.25 168,884 0 0 0
정관 14조 변경 안은 상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건입니다. 따라서 해

당 의안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6호의안]-정관변경- 제41조(감사의 수와 선임) 변경 168,884 2.25 168,884 0 0 0

정관 제41조 변경 안은 상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자투표 채택 시 결의요건 완화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변경 등을 반여한는 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의안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2-7호의안]-정관변경 - 부칙 변경 168,884 2.25 168,884 0 0 0
정관 부칙 변경 안은 가결 시 주주총회일부터 시행되도록 단서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3호의안]-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 168,884 2.25 168,884 0 0 0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0.32%로 주식 가치희석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므로 본 의안에 대해 찬성

합니다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4-1호의안]-사내이사 선임(박진오) 168,884 2.25 168,884 0 0 0
후보자(박진오)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

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4-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이해광) 168,884 2.25 168,884 0 0 0
후보자(이해광)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

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4-3호의안]-사내이사 선임(남호우) 168,884 2.25 168,884 0 0 0
후보자(남호우)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

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168,884 2.25 168,884 0 0 0

동 기업은 신규상장 기업으로 사내이사 보수에 대한 경영성과 연계여부는 파악할 수 없으나 보수한도를 당기 10억원에서 차

기 10억원으로 유지시켰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한도 승인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의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3477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코스닥증권시장 2021-03-29 [제6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168,884 2.25 0 168,884 0 0 20년 감사 보수가 1300만원으로 감사에게 업무 책임감을 부여할 수 없는 보수수준으로 판단하여 본 의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35282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1호의안]-재무제표승인 36,634 0.10 36,634 0 0 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을 전제로 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합니다. 배당의 건은 과소 및 과

다 배당 등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찬성

35282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2-1호의안]-정관변경(상호변경관련) 36,634 0.10 36,634 0 0 0
정관 제1조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상호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서 ‘하이브’로 변경하는 건으로 회사명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35282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2-2호의안]-정관변경(사업목적추가) 36,634 0.10 36,634 0 0 0
정관 제2조 변경 안은 사업 목적으로 ‘15.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을 추가하는 건으로 사업 다각화에 기여

할 수 있고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변경이므로 본 의안에 대해 찬성

35282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2-3호의안]-정관변경(주식매수선택권부여한도) 36,634 0.10 36,634 0 0 0

정관 제9조의2 변경 안은 상법 제542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를 주

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는 건으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되어 본 의안에 대해 찬성

35282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1호의안]-사내이사 선임 36,634 0.10 36,634 0 0 0
후보자(방시혁)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 (징계) 등 사내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35282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3-2호의안]-사내이사 선임 36,634 0.10 0 36,634 0 0 후보자(박지원)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과도한 겸임(6개 사)으로 본 의안에 대해 반대

35282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4호의안]-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36,634 0.10 36,634 0 0 0
후보자(박영호)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법령 (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감사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35282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5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36,634 0.10 36,634 0 0 0
후보자(임수현)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과다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 독립성과 전문성 등 사외이사

인 감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의안에 대해 찬성

35282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6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36,634 0.10 36,634 0 0 0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안에 대해 찬성

35282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7호의안]-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 36,634 0.10 36,634 0 0 0 주식매수선택권이 총 발생주식수의 0.25%로 주주가치 희석의 문제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해 찬성

35282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8호의안]-주식매수선택권부여 36,634 0.10 36,634 0 0 0 주식매수선택권이 총 발생주식수의 0.06%로 주주가치 희석의 문제가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해 찬성

35282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유가증권시장 2021-03-30 [제9호의안]-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36,634 0.10 36,634 0 0 0
본 의안은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영리더 및 사업 리더의 퇴직금 지급률을 통일하는 건으로 안건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안에 대해 찬성



2020.10~2021.0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찬성 반대 중립
의결권 보유 주식수 지분비율(%)

행사주식수
불행사주식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세부내역

종목코드 의결권대상법인 시장구분 관계 주주총회일시 의안내용

의결권주식수등 의결권행사주식수㈜ 및 내용

행사 및 불행사 사유

35052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유가증권시장 2021-02-25 [제1호의안]-자본준비금 감액 결의의 건 30,000 0.15% 30,000 0 0 0 현금배당 배당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주주가치에 위배되지 않음

35052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유가증권시장 2021-02-25 [제2호의안]-재무제표승인 30,000 0.15% 30,000 0 0 0 특이사항 없음

35052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유가증권시장 2021-02-25 [제3호의안]-현금배당 승인 30,000 0.15% 30,000 0 0 0 특이사항 없음

35052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유가증권시장 2021-02-25 [제4호의안]-제3기 및 제4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30,000 0.15% 30,000 0 0 0 투자부동산 편입 등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며 주주가치에 위배되지 않음

35052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유가증권시장 2021-02-25 [제5호의안]-제3기 차입계획 승인의 건 30,000 0.15% 30,000 0 0 0 신규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 계획을 갖고 있음

35052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유가증권시장 2021-02-25 [제6호의안]-총 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승인의 건 30,000 0.15% 30,000 0 0 0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투자비율 제한 내용이며 주주가치에 위배되지 않음

35052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유가증권시장 2021-02-25 [제7호의안]-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30,000 0.15% 30,000 0 0 0 한도 내 보수 지급이며 특이사항 없음

35052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유가증권시장 2021-02-25 [제8호의안]-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30,000 0.15% 30,000 0 0 0 한도 내 보수 지급이며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