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래1. 일 시 : 2021년 03월 26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7길 28 아미코젠씨앤씨(주) 사무실
※ 대중교통 이용방법 및 문의 전화번호 (054-787-9977)
3. 회의목적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2기(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 개정 안 현행
개 정 (안)
제 34조(이사의 수)
제 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명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명 이내로 한다.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상법 제383조
기준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4항에 따라 이사회 역할은 주주총회가
넘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으로 대신한다.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7조(감사의 수)
제 47조(감사의 수)
회사는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회사는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4항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감사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의 역할은 주주총회가
대신한다.

개정사유
상법 제383조
1항에 따라
정관변경

상법 제409조
4항에 따라
정관변경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신용철 재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준호 재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윤영철 재선임의 건
- 사내이사 선임 세부내역 성 명 생년월일 신규선임
임기
현직
여부
신용철 1960.08.04 재선임
3년 아미코젠씨앤씨(주) 대표이사
김준호 1970.09.29 재선임
3년
아미코젠(주) IR공시실장
윤영철 1971.05.06 재선임
3년 아미코젠씨앤씨(주) 사업총괄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4호 의안 : 감사 신지혜 선임의 건
성명
신지혜

생년월일
1988.12.19.

- 감사 선임 세부내역 신규선임 임 기
현직
여부
재선임
3년
아미코젠(주) 미래전략실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5.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 03월 11일
아미코젠씨앤씨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철 (직인생략)

국적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