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07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
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주식
총수

행사주식
총수

정기 주주총회 2007.03.09

1호의안 : 제34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승인의 건

가결 34,420,930 24,758,011

2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사후보 : 김 철) 

가결 34,420,930 24,758,011

3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후보 : 박상수, 허신) 

가결 19,245,784 10,615,492

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4,420,930 24,758,011

의결권주식총수(①)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비율(②/①)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34,420,930주 15,390,000주 8,314,842주 1,053,169주 3.05%

제 34기 총발행주식수 34,829,203주

자기주식수 408,273주

의결권주식수 34,420,930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08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 행사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08.03.14

1호의안 : 제35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승인의 건 가결
35,872,290 19,085,669 

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5,872,290 19,085,669 

3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사후보 : 이해정, 안희준) 가결
35,872,290 19,085,669 

4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후보 : 서석호) 가결
35,872,290 19,085,669 

5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사후보 : 신황호) 가결
21,558,458 5,848,005 

6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5,872,290 19,085,669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872,290주 15,390,000주 2,100,270주 1,595,399주 4.45%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35기 총발행주식수 36,215,063주
자기주식수 342,773주
의결권주식수 35,872,290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09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 행사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09.03.13

1호의안 : 제36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승인의 건 가결 35,872,290 21,669,991 

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5,872,290 21,669,991 

3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사후보 : 최신원,박장석) 가결 35,872,290 21,669,991 

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5,872,290 21,669,991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872,290주 15,390,000주 4,456,178주 1,823,813주 5.08%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36기 총발행주식수 36,215,063주
자기주식수 342,773주
의결권주식수 35,872,290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10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행사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10.03.12

1호의안 : 제37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가결 35,872,290 18,368,436 

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5,872,290 18,368,436 

3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박상수, 허신) 가결 14,422,091 5,005,237 

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5,872,290 18,368,436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872,290 15,390,000 1,873,916 1,104,520 3.08%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37기 총발행주식수 36,215,063주
자기주식수 342,773주
의결권주식수 35,872,290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11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행사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11.03.11

1호의안 : 제38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가결 35,872,290 23,121,974 

2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해정, 서석호, 안희준) 가결 35,872,290 23,121,974 
3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신황호) 가결 14,726,491 9,743,775 
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5,872,290 23,121,974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872,290 15,390,000 4,177,024 3,554,950 9.91%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38기 총발행주식수 36,215,063주
자기주식수 342,773주
의결권주식수 35,872,290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12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행사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12.03.23

1호의안 : 제39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가결 35,926,190 25,539,268

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5,926,190 25,539,268 
3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최신원, 박장석) 가결 35,926,190 25,539,268 
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5,926,190 25,539,268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926,190 15,390,000 4,922,806 5,226,462 14.55%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39기 총발행주식수 36,215,063주
자기주식수 288,873주
의결권주식수 35,926,190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13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행사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13.03.22

1호의안 : 제40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5,926,190 27,100,992
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5,926,190 27,100,992 
3-1호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조경목) 가결 35,926,190 27,100,992 
3-2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성준, 김대순) 가결 35,926,190 27,100,992
4호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이성준, 서석호) 가결 11,311,760 11,311,760
5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5,926,190 27,100,992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926,190 15,390,000 1,045,698 10,665,294 29.68%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40기 총발행주식수 36,215,063주
자기주식수 288,873주
의결권주식수 35,926,190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14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행사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14.03.21

1호의안 : 제4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5,926,190 24,513,036
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5,926,190 24,513,036 
3-1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정기봉) 가결 35,926,190 24,513,036 
3-2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서석호, 김성수, 정한모) 가결 35,926,190 24,513,036
4호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김대순, 김성수) 가결 8,082,880 7,885,726
5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5,926,190 24,513,036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926,190 15,390,000 5,955,198 3,167,838 8.81%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41기 총발행주식수 36,215,063주
자기주식수 288,873주
의결권주식수 35,926,190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15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 행사주식 총수 반대/기권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15.03.20

1호의안 : 제42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6,058,640 24,060,359 117,604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6,058,640 24,060,359 5,459
3호의안 : 기타비상무이사선임의 건 (후보: 조대식) 가결 36,058,640 24,060,359 5,459
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6,058,640 24,060,359 5,459
5호의안 : PU 사업 영업양도 승인의 건 가결 36,058,640 24,060,359 19,166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6,058,640 15,390,000 4,910,093 3,760,266 10.42%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42기 총발행주식수 36,347,513주

자기주식수 288,873주

의결권주식수 36,058,640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16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 행사주식 총수 반대/기권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16.03.18

1호의안 : 제43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6,508,275 28,482,649 297,094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6,508,275 28,482,649 5,459
3호의안 : 임원퇴직금규정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6,508,275 28,482,649 1,714,148
4-1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완재, 조경목) 가결 36,508,275 28,482,649 36,923
4-2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성준, 김대순) 가결 36,508,275 28,482,649 13,177
5호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이성준, 김대순) 가결 17,574,313 9,548,687 5,459
6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6,508,275 28,482,649 5,459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6,508,275 15,390,000 8,252,070 4,840,579 13.26%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43기 총발행주식수 36,797,148주

자기주식수 288,873주

의결권주식수 36,508,275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17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 행사주식 총수 반대/기권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17.03.24

1호의안 : 제44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6,040,840 25,653,097 8,784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6,040,840 25,653,097 5,459
3-1호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장동현, 조경목) 가결 36,040,840 25,653,097 36,497
3-2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성수, 배종서) 가결 36,040,840 25,653,097 41,771
4호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배종서) 가결 18,112,441 7,724,698 5,459
5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6,040,840 25,653,097 5,459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6,040,840 15,390,000 5,295,392 4,967,705 13.78%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44기 총발행주식수 37,534,555주

자기주식수 1,493,715주

의결권주식수 36,040,840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18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 행사주식 총수 반대/기권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18.03.22

1호의안 : 제45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5,420,554 27,030,619 341,027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5,420,554 27,030,619 20,260
3-1호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성형) 가결 35,420,554 27,030,619 22,589
3-2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성근) 가결 35,420,554 27,030,619 5,563,927
4호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김성근) 가결 17,138,452 8,748,517 1,598,937
5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5,420,554 27,030,619 5,989

6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의 건 가결 35,420,554
27,020,579*

(이해상충으로 출석주식
중 10,040주 행사 불가)

85,525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420,554 15,390,000 5,946,224 5,695,287 16.1%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45기 총발행주식수 37,534,555주

자기주식수 2,114,001주

의결권주식수 35,420,554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19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 행사주식 총수 반대/기권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19.03.28

1호의안 : 제46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5,420,554 28,956,853 42,080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5,420,554 28,956,853 123,111
3-1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완재) 가결 35,420,554 28,956,853 397,668
3-2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박영석) 가결 35,420,554 28,956,853 123,388
4호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박영석) 가결 17,096,015 10,632,314 123,304
5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5,420,554 28,956,853 7,896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420,554 15,390,000 10,806,553 9,224,021 26.04%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46기 총발행주식수 37,534,555주

자기주식수 2,114,001주

의결권주식수 35,420,554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19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 행사주식 총수 반대/기권주식총수

임시주주총회 2019.11.11 1호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35,420,554 27,110,853 2, 154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420,554 15,390,000 7,128,065 11,826,900 33.39.%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46기 총발행주식수 37,534,555주

자기주식수 2,114,001주

의결권주식수 35,420,554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20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 행사주식 총수 반대/기권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20.03.30

1호의안 : 제47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5,420,554 26,562,003 31,465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5,420,554 26,562,003 69,602
3-1호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장동현) 가결 35,420,554 26,562,003 335,290
3-2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배종서) 가결 35,420,554 26,562,003 110,764
3-3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관섭) 가결 35,420,554 26,562,003 70,572
4호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배종서) 가결 17,010,559 8,152,008 76,370
5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5,420,554 26,562,003 3,518
6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의 건 (대상자: 이용선) 가결 35,420,554 26,562,003 52,842
7호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5,420,554 26,562,003 11,804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420,554 15,390,000 6,502,838 4,669,165 13.18%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47기 총발행주식수 37,534,555주

자기주식수 2,114,001주

의결권주식수 35,420,554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21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 행사주식 총수 반대/기권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21.03.30

1호의안 : 제48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5,751,306 24,946,183 316,793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결 35,751,306 24,946,183 10,862
3-1호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성형) 가결 35,751,306 24,946,183 4,636,472
3-2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박시원) 가결 35,751,306 24,946,183 68,514
4호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이석준) 가결 18,067,876 7,262,753 58,730
5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5,751,306 24,946,183 5,183,372
6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대상자: 이완재,이용선,김종우) 가결 35,751,306 24,946,183 173,493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751,306 15,390,000 6,466,634 3,089,549 8.6%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48기 총발행주식수 37,868,298주

자기주식수 2,116,992주

의결권주식수 35,751,306주



주주총회 현황

주주총회 현황(2022년)

구분 일자 의안 가결여부
의결권 행사현황

의결 주식총수 행사주식 총수 반대/기권주식 총수

정기주주총회 2022.03.24
1호의안 : 제49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5,876,331 25,496,535 744,384
2-1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박원철) 가결 35,876,331 25,496,535 2,346,287
2-2호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양택) 가결 35,876,331 25,496,535 2,879,715
3호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박영석) 가결 19,230,388 8,441,383 409,209
4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35,876,331 25,496,535 36,984
5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대상자: 박원철,최두환,신정환) 가결 35,876,331 25,496,535 890,132

* 의결권 행사 현황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주식수 소액주주

주식총수
최대주주 기타주주 소액주주(②)

의결권

(①) 행사비율(②/①)

35,876,331 15,390,000 5,588,232 4,518,303 12.59%

*소액주주:1%미만보유

제 49기 총발행주식수 37,868,298주

자기주식수 1,991,967주

의결권주식수 35,876,331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