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오이뮨텍 제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 

 
회의 일시: 2023년 3월 31일 한국시간 10시  
 
회의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이노밸리 C 동, 지하 1층 대회의실 
 
 
의안:  
 
(1)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연결기준 매출액: 0 
연결기준 영업이익: (45,034,317) 
 
 
 

(2) 이사 재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1명 (우정원) 
사외이사 후보자 1명 (강진형) 
 

 
(3) 이사들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연간 미화 5,000,000 달러  
 
 

(4)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연간 미화 100,000 달러 
 
 

(5) 2022년 9월 30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미등기임원 1명 (원주식 합계 33,500 / 167,500 KDR) 
 
직원 15명 (원주식 합계 29,413주 / 147,065 KDR)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사외이사 2명 (원주식 합계 3,886 / 19,430 KDR) 
 
감사 1명  (원주식 합계 1,943 / 9,715 KDR) 
 
미등기임원 5명(원주식 합계 48,575 / 242,875 KDR) 
 
직원 38명 (원주식 합계 88,440 / 442,200 KDR) 



(1)호 의안.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당사의 영업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주총회소집공고문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및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조.  



(2)호 의안. 이사 재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우정원 재선임의 건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우정원 
(주)제넥신 

사내이사 

23년 1월 ~ 현재 (주)제넥신 사내이사 

없음 13년 05월 ~ 23년 01월 (주)제넥신 사장, 

단백질생산기술연구소장 

11년 10월 ~ 13년 04월 서울성모병원 연구교수 

 
 
후보추천사유: 
 
제넥신의 주요 임원으로서 바이오사업의 통찰력이 뛰어나며, 약학과 미생물학에 대한 전 
문적 지식을 보유함. 이에 따라 이사회 기타비상무이사로서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선임을 추천함. 
 
체납사실 여부: 없음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 사외이사 강진형 재선임의 건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 

04년 04월 ~ 현재 
서울성모병원 내과학교실 

교수 
없음 

99년 03월 ~ 04년 03월 
강남성모병원 내과학교실 

부교수 

 
후보추천사유: 
 
27년 이상 의사로로서 경험을 통해 종양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이 축척되어 있어, 
폭넓은 자문 제공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함. 특히 당사에 필요한 국내외 기술도입 확대
에 대해 독립적인 자문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경
영 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여 추천함. 



 
체납사실 여부: 없음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3)호 의안. 이사들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지난 2022 년 주주총회에서 기본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부속정관(Bylaws) 
제 17조 (12)에 의한 결의 요건에 따라 이사들의 보수에 대한 한도를 연간 미화 5,000,000 
달러로 승인 받음 

 

2023 년 주주총회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본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부속정관(Bylaws) 제 17 조 (12)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를 미화 5,000,000 달러로 승인 
받고자 함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US$ 5,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US$ 332,600 
최고한도액 US$ 5,000,000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USD)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사외이사 3 5,000,000 49,357 16,452 
※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이사의 보수한도 금액 

  



(4)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지난 2022 년 주주총회에서 기본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부속정관(Bylaws) 
제 18 조 c. 에 의한 결의 요건에 따라 감사의 보수에 대한 한도를 연간 미화 100,000 
달러로 승인 받음 

 

2023 년 주주총회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본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부속정관(Bylaws) 제 18 조 c. 에 따라 감사의 보수 한도를 미화 100,000 달러로 승인 
받고자 함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US$ 100,000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US$ 62,308 
최고한도액 US$ 100,000 

  



(5)호 의안.  2022년 9월 30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미등기임원 1명 (원주식 합계 33,500 / 167,500 KDR) 
 
직원 15명 (원주식 합계 29,413주 / 147,065 KDR) 
 

신약개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그리고 우수인력의 장기 확보를 위해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하는 당사의 정책에 따라, 회사의 
감사 및 피용자 및 회사의 관계회사로서 한국 유한회사인 네오이뮨텍 유한회사의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게 됨. 

 

행사가격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고, 직위별로 유사한 수준으로 부여하되 
예상 기여도가 높은 임직원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슴. 

부여 시점은 1 년에 2 회 부여를 하되 매년 9 월에 이사회에서 부여하고, 매년 3 월에 
주주총회에서 부여하되, 이사회 부여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첫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즉, 임직원 입사 시기가 1 월 ~ 6 월에 해당할 경우 그 해 9 월에 부여되고, 
입사 시기가 7월 ~ 12월에 해당할 경우 다음해 첫 주주총회에서 부여 함.  

 

본 부여는 상장 후 전체 주식 수의 약 0.32%에 해당함. 

 

1. 부여대상자: 이병하 등 총 16명 
   
2. 부여 주식의 종류와 수량: 보통주식 합계 62,913주 (314,565 KDR) 

   
3. 부여방법: 신주발행교부방식 
   
4. 행사가격: 1 주당 미화 14.80 달러 (1 KDR 당 미화 2.96 

달러)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합병, 병합, 주식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따름
    



(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사외이사 2명 (원주식 합계 3,886 / 19,430 KDR) 
 
감사 1명  (원주식 합계 1,943 / 9,715 KDR) 
 
미등기임원 5명(원주식 합계 48,575 / 242,875 KDR) 
 
직원 38명 (원주식 합계 88,440 / 442,200 KDR) 
 
신약개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그리고 우수인력의 장기 확보를 위해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하는 당사의 정책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및 피용자 및 회사의 관계회사로서 한국 유한회사인 네오이뮨텍 유한회사의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게 됨. 
 
행사가격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고, 부여 수량의 경우 직위별로 유사한 
수준으로 부여하되 예상 기여도가 높은 임직원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슴. 
 
 
부여 시점은 1 년에 2 회 부여를 하되 매년 9 월에 이사회에서 부여하고, 매년 3 월에 
주주총회에서 부여하되, 이사회 부여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첫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즉, 임직원 입사 시기가 1 월 ~ 6 월에 해당할 경우 그 해 9 월에 부여되고, 
입사 시기가 7월 ~ 12월에 해당할 경우 다음해 첫 주주총회에서 부여 함.  
 

 
본 부여는 상장 후 전체 주식 수의 약 0.72%에 해당함. 

 
 

1. 부여대상자: 강수형 등 총 46인 
   
2. 부여 주식의 종류와 수량: 보통주식 합계142,844주 (714,220 KDR) 
   
3. 부여방법: 신주발행교부방식 
   
4. 행사가격: 1주당 미화 [   ]달러(1 KDR 당 미화 [   ] 

달러)*  
 
*주주총회 전일 결정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합병, 병합, 주식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