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오이뮨텍 제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 

 
회의 일시: 2022년 3월 31일 한국시간 10시  
 
회의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이노밸리 C 동, 지하 1층 대회의실 
 
 
의안:  
 
(1)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연결기준 매출액: 0 
연결기준 영업이익: (45,355,669) 
 
 
 

(2) 이사 재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1명 (양세환) 
사외이사 후보자 1명 (강수형) 
 

 
(3) 이사들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연간 미화 5,000,0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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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년 9월 28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직원 13인 (원주식 합계 67,700주 / 338,500 KDR)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사외이사 1명 (원주식 합계 10,000 / 50,000 KDR) 
 
직원 23명 (원주식 합계 91,600 / 458,000 KDR) 



(1)호 의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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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이사 양세환 재선임의 건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양세환 
(주)네오이뮨텍 

대표이사 

15년 01월 ~ 현재 (주)네오이뮨텍 대표이사 

없음 

14년 04월 ~ 14년 12월 (주) 네오이뮨텍 COO 

13년 12월 ~ 19년 03월 ILKOGEN 이사 

07년 03월 ~ 15년 06월 제넥신 연구소장, 사업본부장 

01년 03월 ~ 07년 02월 포항공대대학교 연구원 

 
 
후보추천사유: 
 
본 후보자는 네오이뮨텍의 창업자 및 NT-I7의 개발자로써 회사 창업 이후 꾸준히 회사의 
성장을 직접 진두지휘 해왔음. 아래와 같은 경영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회사를 이끌 적임
자라 판단하여 추천함  
 
. 기술경영 : (Creative & Challenge) 창의적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것을 추구합
니다. 한국 바이오산업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성과
를 이루었지만, 글로벌 바이오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현재 개발중입니다. 네오이뮨
텍은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 정신으로 혁신 기술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가치경영 : (Professional, self-motivation & collaboration) 높은 수준의 업무 역량 및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긍정과 열정,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여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핵심 가치로 생각합니다. 
 
. 책임경영 : (Responsible for patients, market and society) 네오이뮨텍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
는 회사로서, 암환자들을 위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미국과 유럽시장에 제품을 출시
하고, 한국 바이오산업의 롤 모델이 된다는 미션을 달성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체납사실 여부: 없음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 사외이사 강수형 재선임의 건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강수형 
(주)에임드바이오 

고문위원 

21년 09월 ~ 현재 (주)에임드바이오 고문위원 

없음 

21년 03월 ~ 21년 08월 (주)에임드바이오 대표이사 

19년 03월 ~ 21년 02월 동아ST 고문위원 

16년 12월 ~ 19년 02월 동아ST 부회장 

15년 11월 ~ 16년 11월 동아ST 대표이사 사장 

13년 01월 ~ 15년 10월 DMBIO 대표이사 사장 

11년 01월 ~ 12년 12월 동아제약 DMB 사업추진단 

단장 

 
후보추천사유: 
 
본 후보자는 현재 (주)에임드바이오 고문위원으로서, 동아제약 연구소 연구소 소장, 
DMBIO 초대 대표이사, 동아 ST 대표이사를 거치면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바이오사업의 통찰력이 뛰어나며, 지난 3년간 사외이사로서 당사 경영 전반에 대해 객관
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였고, 향후에도 회사에 필요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선임에 추천함 
 
 
체납사실 여부: 없음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3)호 의안. 이사들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지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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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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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154 
최고한도액 US$ 5,000,000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USD)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사외이사 3 500,000 40,067 13,356 
 

※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이사의 보수한도 금액 

  



(4)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지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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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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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23 
최고한도액 US$ 100,000 

  



(5)호 의안.  2021년 9월 28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총 13인 (원주식 합계 67,700주 / 3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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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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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4%에 해당함. 

 

1. 부여대상자: 직원: 강OO 등 13인 
   
2. 부여 주식의 종류와 수량: 보통주식 합계 67,700주 (338,500 KDR) 

   
3. 부여방법: 신주발행교부방식 
   
4. 행사가격: 1주당 미화 42.80달러 (1 KDR 당 미화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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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보통주 합계 10,000 / 50,000 KDR) 
 
직원 23명 (보통주 합계 91,600 / 4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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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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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에 해당함. 

 
 

1. 부여대상자: 사외이사: 강진형 1인 
직원: Benjamin L. Carter 등 23인 

   
2. 부여 주식의 종류와 수량: 보통주식 합계 101,600주 (5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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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