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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사사사사외외외외이이이이사사사사    등등등등의의의의    활활활활동동동동내내내내역역역역과과과과    보보보보수수수수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1111....     사사사사외외외외이이이이사사사사    등등등등의의의의    활활활활동동동동내내내내역역역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류긍선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1 2016.02.11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참석)

2 2016.02.29 타법인 전환사채 취득의 건
찬성

(참석)

3 2016.03.15 제5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참석)

4 2016.03.15 제5기 재무제표 승인 사항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참석)

5 2016.03.30 본점 이전의 건
찬성

(참석)

6 2016.05.27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찬성

(참석)

7 2016.07.21 스프링캠프 콘텐츠 투자조합 제1호 출자의 건
찬성

(참석)

8 2016.09.01 타법인 투자 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참석)

9 2016.12.06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찬성

(참석)

10 2016.12.06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참석)

11 2016.12.06
제1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참석)

12 2016.12.06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의의 건,

주주명부 폐쇄에 관한 건

찬성

(참석)

13 2016.12.06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의 건,

본점 이전의 건

찬성

(참석)

찬성

- 3 -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류긍선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14 2016.12.15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참석)

15 2016.12.29 임시주주총회 부의사항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참석)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2222....     사사사사외외외외이이이이사사사사    등등등등의의의의    보보보보수수수수현현현현황황황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등기이사 4
2,000,000

348,749 87,187 -

사외이사 1 13,500 13,500 -

감사 1 100,000 13,500 13,500 -

계 6 2,100,000 375,749 62,624 -

※ 상기 수치는 2016년 9월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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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최최최최대대대대주주주주주주주주등등등등과과과과의의의의    거거거거래래래래내내내내역역역역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사사사사항항항항

1111....     단단단단일일일일    거거거거래래래래규규규규모모모모가가가가    일일일일정정정정규규규규모모모모이이이이상상상상인인인인    거거거거래래래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222....     해해해해당당당당    사사사사업업업업연연연연도도도도중중중중에에에에    특특특특정정정정인인인인과과과과    해해해해당당당당    거거거거래래래래를를를를    포포포포함함함함한한한한    거거거거래래래래총총총총

액액액액이이이이    일일일일정정정정규규규규모모모모이이이이상상상상인인인인    거거거거래래래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상기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은 상법 제542조의9 ③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④에

 의거하여 자산 2조원 이상 법인에 한하므로 당사는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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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경경경경영영영영참참참참고고고고사사사사항항항항

1111....     사사사사업업업업의의의의    개개개개요요요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게임 산업은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게임에서 경제

성과 상품성의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기술력의 발달과 함께 게임은 엔터테인

먼트 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하였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급 효과를 보이고 있습

니다. 특히 여타의 산업과는 차별되는 양방향성을 가진 고도의 심리 자극 능력을 제

공하는 산업으로, 높은 경제성과 고부가가치 효과를 가진 산업이며, 고도화 된 상품 

개발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정서 서비스 산업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원자재 가격 변동 또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한 흐름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언어

, 국가, 문화 등의 장벽이 낮아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입

니다.

게임 산업은 첨단 기술 집약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제작 원가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충분한 개발 자금, 신기술 개발 및 선진 기술의 도입, 우

수한 제작 인력 확보 등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에 따른 게임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게임 산업은 먼저 원자재나 대량의 설비 투자 없이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승부

하기에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매우 높은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둘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거부감 또는 문화적 장벽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화적 파급 효과가 큽니다.

셋째, 수요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제품 판매의 라이프 사이클이 극히 짧아서 사업 

실패도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벤처적 요소가 강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 게임, 극히 소수의 주도적 제품에 의한 시장 지배가 극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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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게임 산업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출판, 만화 등과 같은 문화적 원천을 공유하

는 등 타 산업과의 연관이 많기 때문에 커다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산업

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1차적으로 휴대폰에서 이용되는 게임을 의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면서, 모바일 기기에서 구현되는 게임의 품질 또한 

크게 상향 되었으며, 멀티 플랫폼으로 게임이 제작되면서 게임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도 플랫폼 간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의 범주는 기존의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동일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TV, 태

블릿PC 등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게임까지 그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

다.

모바일 게임은 휴대폰을 소유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게임 소프트웨어의 판매 또한 PC 게임이나 비

디오 게임 등의 다른 플랫폼에 비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을 통해 즉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기존 피처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해상도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여 단순 통화기기가 아닌 멀티태

스크 기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폰의 장점을 잘 살린 스마트 콘

텐츠들이 지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6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전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15년 218억 9,700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1.6%의 성장율을 나타냈으며, 

동년 전체 게임시장 평균 성장율인 5.4% 대비 매우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은 앞으로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

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6.7%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세계 게임시장의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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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15~18

CAGR

모바일

게임

매출액 17,326 19,614 21,897 23,565 25,081 26,603
6.7%

성장율 27.35% 13.2% 11.6% 7.6% 6.4% 6.1%

온라인

게임

매출액 25,132 27,479 29,203 31,147 32,747 34,285
5.5%

성장율 9.06% 9.3% 6.3% 6.7% 5.1% 4.7%

비디오

게임

매출액 44,159 46,146 16,262 47,602 49,000 50,353
2.9%

성장율 -0.29% 4.5% 0.3% 2.9% 2.9% 2.8%

PC게임
매출액 4,685 4,860 5,015 5,126 5,175 5,229

1.4%
성장율 -10.45% 3.7% 3.2% 2.2% 1.0% 1.0%

아케이

드게임

매출액 25,657 25,153 28,374 28,798 29,124 29,329
1.1%

성장율 -2.90% -2.0% 12.8% 1.5% 1.1% 0.7%

합 계
매출액 116,960 123,252 130,751 136,238 141,126 145,799

3.7%
성장율 3.88% 5.4% 6.1% 4.2% 3.6% 3.3%

출처 : 2016 대한민국게임산업백서 표 4-1-1,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와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모바일게임 29,136 25.2% 34,833 19.6% 38,905 11.7% 42,356 8.9% 44,560 5.2%

온라인게임 55,425 1.7% 52,804 -4.7% 52,390 -0.8% 53,480 2.1% 54,490 1.9%

비디오게임 1,598 70.7% 1,661 3.9% 1,670 0.5% 1,698 1.7% 1,672 -1.5%

PC게임 337 -11.3% 379 12.5% 390 2.9% 401 2.8% 412 2.7%

아케이드게임 528 -35.9% 474 -10.3% 476 0.4% 482 1.3% 490 1.7%

PC방 12,277 -26.1% 16,604 35.2% 18,901 13.8% 17,609 -6.8% 16,789 -4.7%

아케이드게임장 405 -36.6% 457 13.0% 462 1.1% 479 1.7% 472 0.4%

합계 99,706 2.6% 107,223 7.5% 113,194 5.6% 116,496 2.9% 118,885 2.1%

출처 : 2016 대한민국게임산업백서 표 1-2-3, 한국콘텐츠진흥원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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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소셜그래프(친구목록)를 활용한 소셜 게임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게임(Social Network Game) 혹은 소셜 게임(Soc

ial Game)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온라인 인맥과 유대 관계

를 증진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 및 관계 맺기를 극대화 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인맥 

기반의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가 목적인 일반 온라인 게임과는 달리, 모든 연령층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SNS 네트워크 내 사용자 간 친밀감과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사의 "아이러브커피"는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을 잘 살린 

게임으로 글로벌 누적 가입자 2,000만 명 이상의 흥행을 기록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타이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게임성과 더불어 카카오

톡의 강력한 소셜그래프의 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험을 밑바

탕으로 후속작인 "아이러브파스타"와 "숲 속의 앨리스" 등에도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 

접목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출시한 "아이러브니키"에서는 친구초대와 게임 진행시 소모되는 활동력을 선

물하며 협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친구와 의상 대결을 벌이는 P

vP 시스템과 친구와 게임 내 모임을 결성해 공동으로 게임을 즐기는 디자이너클럽 

등이 추가되어 친구 간의 협력, 경쟁 요소들이 한층 더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

이럴 채널의 적극적인 활용에 힘입어 "아이러브니키"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에서 최상위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5월 다다소프트를 인수하여 계열회사로 두고 있으며, 다다소프

트가 서비스 중인 웹/모바일보드 및 소셜카지노 장르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사는 추후 다다소프트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카카오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파트너 사업자와 함께 모바일보드 서비스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시장을 타겟

으로 소셜카지노 게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분
시장 여건 생산 및

판매활동 개요

영업상

주요전략국 내 국 외

설립시

○ 싸이월드앱스토

어와 네이버소셜앱

에서의 소셜게임

○ 페이스북소셜게

임의 전성기

○ 아이러브커피 

싸이월드플랫폼

론칭 ○ 웹 기반의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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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장 여건 생산 및

판매활동 개요

영업상

주요전략국 내 국 외

2011~

2011

경쟁

○ 모바일게임에 

의한 웹 트래픽

감소

○ ZYNGA, Playfish

, Playdom 등 많은 

경쟁 업체들 등장

○ 아이러브커피 

네이버소셜앱스

론칭

게임 기술 개발

성장기

2012~

2013

○ 스마트폰 보급 

급증

○ 카카오가 모바

일 메신저로서 자

리 메김 카카오 게

임 플랫폼 등장

○ 최대 소셜게임 

업체 ZYNGA 상장

○ 페이스북의 상

장

○ 아이러브커피 

for Kakao 론칭

○ 아이러브커피 

for Line 론칭

○ 퍼즐바리스타 

for Kakao 론칭

○ 몬스터디펜걸스

 for Kakao 론칭

○ 아이러브커피 

웹버전 서비스

○ 아이러브커피  

웹버전의 해외

진출

○ 아이러브커피 

모바일버전 서비스

2014~

현재

○ 국내 구글마켓 

매출 규모 세계 1위

로 증가

○ 스마트폰 게임 

시장 경쟁 심화

○ King.com과 

Supercell 모바일 

게임의 신규 강자 

등극

○ Niantic의 증강현

실(AR) 기반 모바

일 게임 Pokemon 

GO의 전세계 흥행

○ 아이러브파스타

 for Kakao 론칭

○ 무한돌파삼국지

 for Kakao 론칭

○ 숲속의앨리스 f

or Kakao 론칭

○ 글로벌서비스플

랫폼(GSP) 상용화

○ 드래곤히어로즈

 론칭

○ 용사가 간다

 론칭

○ 미니몬마스터즈

 론칭

○ 아이러브맞고 f

or Kakao 론칭

○ 카지노스타 모

바일 북미/EU 출시

○ 아이러브니키 f

or Kakao 론칭

○ 포커페이스 for 

Kakao 론칭

○ 아이러브시리즈

의 브랜드 적극

활용

○ 퍼블리싱 타이

틀 출시 확대

○ GSP 활용 글로

벌 시장 공략

○ 다다소프트 인

수를 통한 소셜카

지노 및 보드 시장 

진출

(2) 시장점유율

모바일 게임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며 지속 성장 중에 있는 산업으로 정확한 시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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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예측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시장점유율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모바일 게임은 1차적으로 휴대폰에서 이용되는 게임을 의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면서, 모바일 기기에서 구현되는 게임의 품질 또한 

크게 상향 되었으며, 멀티 플랫폼으로 게임이 제작되면서 게임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도 플랫폼 간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의 범주는 기존의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동일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TV, 태

블릿PC 등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게임까지 그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

다.

모바일 게임은 휴대폰을 소유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게임 소프트웨어의 판매 또한 PC 게임이나 비

디오 게임 등의 다른 플랫폼에 비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을 통해 즉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현재 기존 피처폰과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해상도 및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여 단순 통화기기가 아닌 

멀티태스크 기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폰의 장점을 잘 살린 스

마트 콘텐츠들이 지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해외 시장 진출

 

당사는 아이러브커피 웹 버전을 첫 해외 출시한 2011년 3분기 시작으로 스타트업 회

사로는 일찍이 해외 사업을 전개하여 아래와 같이 해외 진출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

도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초기 해외 진출은 한정 된 리소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업 및 자원투입에 대

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 내의 검증 된 퍼블리셔에 판권을 판매하여

 수익 배분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지 퍼블리셔를 통한 해외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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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리스크는 낮출 수 있으나 현지 퍼블리셔와의 수익 배분으로 인해 영업 이익율이 

직접서비스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입니다. 직접 서비스는 현지 퍼블리셔를 통한 

판권 판매 방식의 해외 시장 진출과는 다르게 현지 퍼블리셔에 대한 수익 배분이 없

어, 높은 영업 이익 구조를 가지는 반면 판권 판매 방식에 비해 많은 인력 투입과 높

은 마케팅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수 년간 해외 진출을 진행하며 현지 시장 내에서의 데이터 및 서비스 경

험 축적, 현지 파트너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해 왔으며 2014년 11

월 아이러브파스타의 글로벌 출시를 기점으로 무한돌파삼국지, 드래곤히어로즈, 미

니몬마스터즈를 글로벌 시장에 잇따라 선보이는 등 영업 이익 증대를 위해 해외 직접

 서비스를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직접 서비스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에

 내수 시장에만 서비스 했던 기출시 게임과 향후 출시 예정인 프로젝트 모두를 대상

으로 당사의 서비스 여력과 개발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서비스를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해외 진출 전략의 무게 중심이 기존 판권 판매 방식에서 직접 서비스 방

식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직접 서비스 방식 외의 다른 사업 모델

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며, 이는 게임 사업의 해외 진출은 빠르게 변하는 각 지역

의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과 현지 시장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유연적인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 여성향 게임 시장 공략

당사는 자체 개발 타이틀인 아이러브커피의 성공 이후로 당사의 개발 노하우 및 당사

가 보유한 20~30대 여성 사용자 층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여성 사용자를 대상

으로 한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에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스마트폰 게

임 시장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게임 사용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많은 여성 사용자들을 

유입하여 아이러브커피의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과 더불어 아이러브파스타로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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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중국에서 출시되어 큰 인기를 모은 여성향 게임인 기적난난의 판권을 확보

해 국내 시장에 아이러브니키라는 이름으로 출시하여 다시 한번 여성 사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성향 게임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서비스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추후에도 

국내외 여성향 게임 시장을 대상으로 당사의 노하우를 담아 낸 다양한 신작을 선보여

나갈 예정입니다.

3) 소셜 카지노 및 보드 게임

당사는 소셜 카지노 업체인 2015년 5월 다다소프트를 인수하여, 소셜 카지노 및 보드

 게임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소셜 카지노는 온라인 SNS 플랫폼 및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는 포커, 슬롯, 기타 카

드 게임, 룰렛 등 카지노 게임을 포괄하는 것으로 당사 자회사인 다다소프트는 페이

스북 기반의 'Casino Star'를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현재 'Cas

ino Star'의 콘텐츠 추가는 물론 모바일 플랫폼 확대 론칭과 더불어 신규 브랜드의 'D

oubleWin Casino' 출시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인 카카오와 '아이러브맞고', '포커페이스'의 출시

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포커 게임 등 모바일 보드 게임 시장을 공

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다소프트의 주요 개발진들은 과거 한게임, 넷마블 등 대형 

개발사에서 웹보드 게임을 이끌던 인력들로써 동 장르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서비스 중인 모바일 보드 게임에서도 그간 축적한 

개발 경험을 집약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소셜 카지노와 모바일 보드 장르는 여타 장르의 모바일 게임 대비 상대적으로 

라이프사이클이 길고,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사는 기존 S

NG 장르에서 축적한 다양한 소셜 기능을 동 장르에도 구현함으로써 소셜 카지노와 

모바일 보드 게임 유저의 몰입도와 이용자 경험을 극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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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주주주주주주주주총총총총회회회회    목목목목적적적적사사사사항항항항별별별별    기기기기재재재재사사사사항항항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변경

(생략)...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

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

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

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

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

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변경

(생략)...

2.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

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

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

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생략)

투자 유연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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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생략)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용훈 1970.03.20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정민철 1972.01.08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정식 1971.08.20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박준 1973.10.21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허광복 1970.10.2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한승준 1969.05.19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

래내역

김용훈 카카오게임즈 이사

서울대 정치학과, KAIST EMBA

 다음게임 대표이사

 카카오게임즈 이사

없음

정민철 쌍용제지 기획실 상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소프트뱅크벤처스 심사역

 쌍용제지 기획실 상무

없음

김정식 모다정보통신 대표이사

서울대 경제학과

 KG패스원 대외사업부장

 모다정보통신 대표이사

없음

박준 어큐러스그룹 대표파트너

서울대 경제학과, UC Berkeley MBA

 미래에셋자산운용 Private Equity

부문 해외투자본부장

 어큐러스그룹 대표파트너

없음

- 15 -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

래내역

허광복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고려대 경영학과 박사, 공인회계사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없음

한승준 LEO Invest 대표이사

연세대 법학과

 SJ투자파트너스 파트너

LEO Invest 대표이사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창현 1962.10.08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

내역

박창현 대신에셋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동아투자금융 기업심사역

 대신에셋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없음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1 (명)

※ 기타 참고사항

1. 행사장의 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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