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511908

등록번호

110111-5119080

상

호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56, 641호(대치동, 대우아이빌명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09동 1001호(삼성동, 삼성동힐스테
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12, 4층(논현동, 소리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6, 5층(역삼동, 현익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12층(역삼동, 아크플레이스)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toss.im)에 게재한다
.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
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 1,000 원
금 2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 주
5,000,000 주
50,000,000 주
250,000,000 주

. .
. .
. .
. .
2013.08.01 변경
2013.08.01 등기
2014.09.11
2014.09.11
2015.10.26
2015.10.28
2017.05.04
2017.05.12
2017.11.13
2017.11.22

변경
등기
변경
등기
변경
등기
변경
등기

. .
. .
2017.11.14 변경
2017.11.22 등기

. .
. .
2018.07.22 변경
2018.07.23 등기
. .
. .
2014.08.19
2014.08.25
2015.07.14
2015.08.11
2018.07.22
2018.07.23

변경
등기
변경
등기
변경
등기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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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

51190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발행주식의 총수
50,000 주
보통주식
5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67,340 주
보통주식
50,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6,835 주
전환우선주식
505 주
발행주식의 총수
1,010,100 주
보통주식
750,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252,525 주
전환우선주식
7,575 주
발행주식의 총수
1,275,128 주
보통주식
750,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252,525 주
전환우선주식
7,575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265,028 주
발행주식의 총수
5,100,512 주
보통주식
3,000,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010,100 주
전환우선주식
30,3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060,112 주
발행주식의 총수
7,750,512 주
보통주식
3,000,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010,100 주
전환우선주식
30,3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060,112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2,65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7,784,512 주
보통주식
3,034,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010,100 주
전환우선주식
30,3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060,112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2,65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1,164,831 주
보통주식
3,034,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010,100 주
전환우선주식
30,3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060,112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2,6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3,380,319 주

자본금의 액
금 50,000,000 원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 .
. .
2014.08.12 변경
2014.08.12 등기

금 67,340,000 원
2014.08.19 변경
2014.08.25 등기
금 1,010,100,000 원
2015.07.18 변경
2015.07.20 등기

금 1,275,128,000 원
2015.07.24 변경
2015.07.24 등기

금 5,100,512,000 원
2016.04.08 변경
2016.04.08 등기

금 7,750,512,000 원
2017.02.20 변경
2017.02.21 등기

금 7,784,512,000 원
2017.03.14 변경
2017.03.27 등기

금 11,164,83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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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

51190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발행주식의 총수
11,200,342 주
보통주식
3,034,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010,100 주
전환우선주식
30,3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060,112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2,6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15,83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1,243,342 주
보통주식
3,077,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010,100 주
전환우선주식
30,3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060,112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2,6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15,830 주
발행주식의 총수
11,942,520 주
보통주식
3,077,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010,100 주
전환우선주식
30,3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060,112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2,6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15,830 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699,178 주
발행주식의 총수
59,712,600 주
보통주식
15,385,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50,500 주
전환우선주식
151,5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300,560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13,2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17,079,150 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95,890 주
발행주식의 총수
60,326,755 주
보통주식
15,999,15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50,500 주
전환우선주식
151,5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300,560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13,2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17,079,150 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95,890 주
발행주식의 총수
60,332,995 주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2017.03.23 변경
2017.03.27 등기

자본금의 액

금 11,200,342,000 원
2018.01.31 변경
2018.02.01 등기

금 11,243,342,000 원
2018.06.16 변경
2018.06.18 등기

금 11,942,520,000 원
2018.07.22 변경
2018.07.23 등기

금 11,942,520,000 원
2018.09.14 변경
2018.09.18 등기

금 12,065,351,000 원
2018.11.3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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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

51190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보통주식
16,005,39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50,500 주
전환우선주식
151,5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300,560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13,2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17,079,150 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95,890 주
발행주식의 총수
64,315,071 주
보통주식
16,005,39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50,500 주
전환우선주식
151,5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300,560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13,2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17,079,150 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95,890 주
제6종상환전환우선주식
3,982,076 주
발행주식의 총수
64,356,716 주
보통주식
16,047,04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50,500 주
전환우선주식
151,5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300,560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13,2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17,079,150 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95,890 주
제6종상환전환우선주식
3,982,076 주
발행주식의 총수
64,772,659 주
보통주식
16,047,04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50,500 주
전환우선주식
151,5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300,560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13,2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17,079,150 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95,890 주
제6종상환전환우선주식
4,398,019 주
발행주식의 총수
64,977,874 주
보통주식
16,252,25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50,500 주
전환우선주식
151,5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300,560 주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2018.12.04 등기

자본금의 액

금 12,066,599,000 원
2018.12.18 변경
2018.12.18 등기

금 12,863,014,200 원
2018.12.31 변경
2019.01.03 등기

금 12,871,343,200 원
2019.01.31 변경
2019.01.31 등기

금 12,954,531,800 원
2019.02.14 변경
2019.02.21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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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

51190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13,2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17,079,150 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95,890 주
제6종상환전환우선주식
4,398,019 주
발행주식의 총수
64,978,724 주
보통주식
16,253,10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50,500 주
전환우선주식
151,5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300,560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13,2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17,079,150 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95,890 주
제6종상환전환우선주식
4,398,019 주
발행주식의 총수
66,972,831 주
보통주식
16,253,10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50,500 주
전환우선주식
151,5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300,560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13,2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17,079,150 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95,890 주
제6종상환전환우선주식
6,392,126 주
발행주식의 총수
67,212,451 주
보통주식
16,492,725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5,050,500 주
전환우선주식
151,5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300,560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13,250,000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17,079,150 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3,495,890 주
제6종상환전환우선주식
6,392,126 주
발행주식의 총수
67,212,451 주
보통주식
16,492,725 주
제1종전환우선주식
5,050,500 주
전환우선주식
151,500 주
제2종전환우선주식
5,300,560 주
제3종전환우선주식
13,250,000 주
제4종전환우선주식
17,079,150 주
제5종전환우선주식
3,495,890 주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자본금의 액

금 12,995,574,800 원
2019.05.21 변경
2019.05.24 등기

금 12,995,744,800 원
2019.08.07 변경
2019.08.07 등기

금 13,394,566,200 원
2019.08.16 변경
2019.08.20 등기

금 13,442,490,200 원
2019.11.13 변경
2019.11.26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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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

511908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제6종전환우선주식
6,392,126 주
목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소프트웨어 개발업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시스템통합 구축서비스 개발, 제작 및 판매업
통신판매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전자 금융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광고 및 광고 대행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대출모집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자본금의 액
금 13,442,490,200 원
적

<2014.04.29
<2014.04.29
<2014.04.29
<2014.04.29
<2014.04.29
<2014.04.29
<2014.12.26
<2014.12.26
<2018.03.30
<2018.03.30
<2019.06.05
<2019.06.05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변경
추가
변경
추가
변경
추가
변경

2014.05.01 등기>
2014.05.01 등기>
2014.05.01 등기>
2014.05.01 등기>
2014.05.01 등기>
2014.05.01 등기>
2014.12.26 등기>
2014.12.26 등기>
2018.04.09 등기>
2018.04.09 등기>
2019.06.12 등기>
2019.06.12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이승건
2016 년 04
2019 년 04
대표이사 이승건
힐스테이트)
대표이사 이승건
슬프레미어)
2014 년 06
대표이사 이승건
2014 년 09
대표이사 이승건
스크오)
2015 년 11
2016 년 04
대표이사 이승건
)
2017 년 10
2019 년 04
대표이사 이승건
힐스테이트)
2019 년 07
사내이사 이태양

820130-*******
월 23 일 중임
2016 년 04 월 25 일 등기
월 23 일 중임
2019 년 05 월 02 일 등기
820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09동 1001호(삼성동, 삼성동
820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103동 2001호(삼성동, 롯데캐
월 02 일 주소변경
2015 년
820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월 26 일 주소변경
2015 년
820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07 월 14 일
봉은사로18길
07 월 14 일
마포대로 33,

등기
29-4, 지층(역삼동, 역삼동)
등기
2212호(도화동, 마포한화오벨리

월 18 일 주소변경
2016 년 01 월 11 일 등기
월 23 일 중임
2016 년 04 월 25 일 등기
82013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26동 1604호(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월 25 일 주소변경
2017 년 11 월 22 일 등기
월 23 일 중임
2019 년 05 월 02 일 등기
820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1길 8, 202동 1501호(삼성동, 삼성동
월 30 일 주소변경
860324-*******

2019 년 07 월 31 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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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04 월 23 일 중임
2016 년 04 월
2019 년 04 월 23 일 중임
2019 년 05 월
사내이사 성호태 860913-*******
2014 년 04 월 29 일 사임
2014 년 05 월
사내이사 양주영 800115-*******
2014 년 04 월 29 일 선임
2014 년 05 월
2017 년 04 월 29 일 중임
2017 년 05 월
2018 년 08 월 23 일 해임
2018 년 09 월
사외이사 미합중국인 한준김(HAN JUN KIM) 1965년 8월
2014 년 08 월 05 일 취임
2014 년 08 월
2017 년 08 월 05 일 중임
2017 년 08 월
감사 이정석 761009-*******
2015 년 07 월 14 일 취임
2015 년 07 월
2018 년 03 월 30 일 중임
2018 년 04 월
2019 년 01 월 15 일 사임
2019 년 01 월
기타비상무이사 김창규 660918-*******
2015 년 09 월 18 일 취임
2015 년 09 월
2018 년 09 월 18 일 퇴임
2019 년 04 월
사외이사 미합중국인 에릭존김(ERIC JOHN KIM) 1980년
2016 년 04 월 01 일 취임
2016 년 04 월
2019 년 04 월 01 일 중임
2019 년 04 월
사내이사 이형석 790626-*******
2018 년 08 월 23 일 취임
2018 년 09 월
감사위원 김창규 660918-*******
2019 년 01 월 15 일 취임
2019 년 01 월
감사위원 미합중국인 한준김(HAN JUN KIM) 1965년 8월
2019 년 01 월 15 일 취임
2019 년 01 월
감사위원 미합중국인 에릭존김(ERIC JOHN KIM) 1980년
2019 년 01 월 15 일 취임
2019 년 01 월
기타비상무이사 김창규 660918-*******
2019 년 03 월 29 일 취임
2019 년 04 월

25 일 등기
02 일 등기
01 일 등기
01 일
12 일
06 일
18일생
12 일
08 일

등기
등기
등기
등기
등기

14 일 등기
09 일 등기
23 일 등기
18
10
7월
14
10

일 등기
일 등기
26일생
일 등기
일 등기

06 일 등기
23 일 등기
18일생
23 일 등기
7월 26일생
23 일 등기
10 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다
만,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우선주주의 승인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주식 발행총수의 5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환권에 관한 사항
(1)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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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
식의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존속기간의
말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2)전환방법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
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
한 날짜의 영업시간(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제1호의 날짜를 기
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5일 이내에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전환비율(전환가격)은 다음과 같다.
1.본건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이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보
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2.전환권을 보유한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환가
격을 다음의 비율로 하향조정한다. 또한, 전환비율은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반비례하여 상향
조정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인수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1주당 인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으로 증가되는 자금에 대하여 예전 전환
가액 적용시 발행가능한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수]}
나.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보통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 :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 직전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이 비율에 따라 당해 보통주
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과 동시에 조정된다. 단, 우선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시에 같은
방식 및 비율로 병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이익잉여금으로부터의 현금배당 이외의 배당을 하는 경우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재원으로부터 현금배당을 하거나 자본금, 제3
자 발행의 주식 또는 증권, 회사 또는 제3자 발행의 채무증서, 자산(현금배당 제외), 옵션(신
주인수권, 주식관련 사채 기타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교환이 가능한 증권 제외)을 분배하는 경
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도 당시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보유하게 될 보통주식수에 의거하
여 같은 조건의 분배를 동시에 받는다.
라.재분류의 경우 : (주식배당 또는 주식의 분할, 병합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본조정 또는
주식재분류, 다른 회사와의 합병(청산으로 취급되는 합병 또는 회사가 존속하고 기존 보통주
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합병 제외), 중요한 자산의 양도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그러한 자본조정, 재분류, 합병, 자산양도 후 동종 동수의 주식, 증권, 자산, 기타 그러한 자
본조정, 재분류, 합병, 자산양도 직전에 당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것으로 전환된다.
상환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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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 또는 본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 기업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3.투자금의 목적외 사용, 제3자 대여 또는 제3자 주식 매입
4.본건 우선주식 발행을 위한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2)상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각 우선주식의 주
주의 지분율에 따라 자금을 분배하여 상환한다.
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 대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보장 및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업공개 거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을 정하여진 목적 외로 사
용하거나 제3자 대여 또는 제3자 주식 매입 등의 경우: 아래에 서술하는 (A) 또는 (B) 중 높
은 금액으로 한다.
(A)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 다음날부터 상환금액 완제일까지의 기
간 동안 연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B)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지정한 외부 회계법인이 산정한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공정가
치에 해당하는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 및 그에 대하여 보유한 기간(발행일 포함) 동안
연 8%의 단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상환청구기간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
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이다. 단, 본건 우선주주에 대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보장
및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상장 거부, 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발
행주식 중 과반수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합병, 중요한 자산 양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변동,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인수가액의 목적외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청구기
간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4)상환방법은 회사가 본건 우선주주로부터 상환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우
선주주에게 상환통지를 하되, 상환일을 상환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이를 상환통지
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5)상환하는 주식의 수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
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5 년 07 월 18 일 변경
2015 년 07 월 20 일 등기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별첨2에서는 본건 신주를 본건 우선주식으로 칭하기로 하며, 이하 같음)의 주
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다만, 전환에 관한 사
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
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우선주주의 승인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주식 발행총수의 51% 이상의 수로써 하여
야 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인
수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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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
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의 요청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본건 우선주식이 보통주
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을 배당한다..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1종 우선주식
의 주주와 동일한 순위로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건 우선주식의 일(1)주당 우선분배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일(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미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잔여재산분배에 앞서 다른 무담보채권자들
과 평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2)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본건 우선주식 및 제1종 우선주식의 우선분배액의 합에 미달하는 경
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및 제1종 우선주식의 주주는 각각 보유한 우선주식의 일(1)주당 발
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
(3)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
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전환방법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
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하고 주
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나.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제1호의 날짜
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라.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5일 이내에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3) 전환비율(전환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이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1주
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
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나. 전환권을 보유한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
환가격을 다음의 비율로 하향조정한다. 또한, 전환비율은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반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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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조정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인수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1주당 인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으로 증가되는 자금에 대하여 예전 전환
가액 적용시 발행가능한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수]}
(ㄴ)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보통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 :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 직전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이 비율에 따라 당해 보통주
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과 동시에 조정된다. 단, 우선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시에 같은
방식 및 비율로 병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이익잉여금으로부터의 현금배당 이외의 배당을 하는 경우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재원으로부터 현금배당을 하거나 자본금, 제3
자 발행의 주식 또는 증권, 회사 또는 제3자 발행의 채무증서, 자산(현금배당 제외), 옵션(신
주인수권, 주식관련 사채 기타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교환이 가능한 증권 제외)을 분배하는 경
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도 당시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보유하게 될 보통주식수에 의거하
여 같은 조건의 분배를 동시에 받는다.
(ㄹ) 재분류의 경우 :
(주식배당 또는 주식의 분할, 병합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본조정 또는 주식재분류, 다른 회
사와의 합병(청산으로 취급되는 합병 또는 회사가 존속하고 기존 보통주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합병 제외), 중요한 자산의 양도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그러한 자본조정, 재
분류, 합병, 자산양도 후 동종 동수의 주식, 증권, 자산, 기타 그러한 자본조정, 재분류, 합
병, 자산양도 직전에 당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것으로 전환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전환가격의 재조정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수
권주식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권자본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본
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 또는 본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다. 투자금의 목적외 사용, 제3자 대여 또는 제3자 주식 매입
라. 본건 우선주식 발행을 위한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2) 상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각 우선주식의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자금을 분배하여 상환한다.
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 대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보장 및 계약상 의무의 중대
한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업공개 거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을 정하여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 대여 또는 제3자 주식 매입 등의 경우: 아래에 서술하는 (A) 또는 (B)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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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 다음날부터 상환금액 완제일까지
의 기간 동안 연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
액
(B)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지정한 외부 회계법인이 산정한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나. 그 밖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 및 그에 대하여 보유한 기간(발행일 포함)
동안 연 8%의 단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상환청구기간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
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이다. 단, 본건 우선주주에 대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보
장 및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상장 거부, 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중 과반수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합병, 중요한 자산 양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에 대한 소유권 변동,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인수가액의 목적외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청구
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4) 상환방법은 회사가 본건 우선주주로부터 상환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우
선주주에게 상환통지를 하되, 상환일을 상환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이를 상환통지
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5) 상환하는 주식의 수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
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6 년 04 월 01 일 변경
2016 년 04 월 08 일 등기
2019 년 11 월 13 일 말소
2019 년 11 월 26 일 등기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C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C종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C종 주식 1주 당 1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C종 소유 주주들의
동의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C종 주식 발행총수의 최소 51%를 소유하고 있는 C종 주
식의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2. 우선권에 관한 사항
C종 주식은 배당 지급,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 상환에 따른 지급과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모든 A종 주식, 모든 B종 주식, 모든 보통주에 대하여 우
선권을 갖는다.
“A종 주식”이란 각각 액면가 1,0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A종 (제1종) 상환전
환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B종 주식” 이란 액면가 1,0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B종(제2종) 상환전환우
선주식을 의미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법에 따라 배당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기준일 당시 C종 주식의 각
주주에 대하여 비누적적, 참가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이승건(이하 “지배주주”
)을 한 쪽 당사자, C종 주식의 인수인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 2016년 4월 5일 체결된, 상기
제2조(우선권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가지는 C종(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인
수 계약(이하 “본건 본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C종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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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C종 주식의 발행가액(이하 “발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배당으로 지급
받는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C종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2) 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C종 주식의 각 주주는 해당 배당기준일 바로 직전에 C종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
을 것을 가정하여, 보통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전환된 주식 수에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주식(보통주식)을 배당 받는다.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결의하고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위하여, 각각의 C종 주식의
주주는 해당 주주가 C종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C종 주
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청산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경우에, 각각의 C종 주식의 주주들은 A종 주식, B종 주식, 보통
주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자산이 분배 또는 지급되기 이전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C종
주식 수에 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전액 받을 권리가 있다(이하 “잔
여재산분배 우선권”)
(2) 만약 회사의 자산으로 C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우선적 잔여재산분배를 지급하기에 부족
한 경우에는, C종 주식의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각각의 C종 주식의 총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3) 만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모든 C종 주식의 주주에게 전액 지급된 경우에는, A종
주식, B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의 남은 잔여재산을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우선권(그러한 권
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후, C종 주식의 주주들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A종 주식, B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과 잔여재산을 동일한 분배율로 분배 받아야
한다.
(4) C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회사의 청산, 해산 시점에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 및 미지급된 C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은 각각의 C종 주식의 주
주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무담보채무를 구성하게 되고, 해당 주주들은 회사의 다른 무
담보채권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C종 주식에 대하여 결의 및 미지급된 현금 배당만큼 회사의 분
배금을 분배 받는다.
5.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 : C종 주식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된다.
가. (ㄱ) 상환 기간: 이하의 제5.1조 가.(ㄴ)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상환되거나 전환되거나 매수 및 취소되지 않는 한, C종 주식의 주
주는 2019년 4월 7일부터 당해 C종 주식의 전환일과 전환 기간의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까지 C종 주식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ㄴ)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C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다음
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C종 주식의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1) 본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진술, 보장, 확약사항, 의
무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2) 보통주의 인수공모,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국가적으로 인정 받은 증권 거래소
에서의 동시 상장 및 해당 관할에서의 관련 법률에 따른 관련 증권 또는 재정 당국에의 관련
증권 등록 완료에 대한 부당한 거부 또는 실패
3)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증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본건 주식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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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C종 주식의 발행 관련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건 주식인수계약 제5
.5조(투자금의 사용)의 위반
4) (x) 관련 거래 직전의 회사의 전체 주주들이 관련 거래 이후에 존속회사(또는
해당 존속회사의 종국적 모회사)의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
된 합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관련된 일련의 거래, (y)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양도,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 (z) 의결권의 50% 이상이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에게 이전되는 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
나. 상환 방법
(ㄱ) C종 주식의 각 주주는 다음의 방법으로 C종 주식 일부 또는 전액의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C종 주식의 각 주주는 회사에 상환통지를 보내고, 해당 통지를 회사가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당해 C종 주식의 주주에게 C종 주식의 예정된 상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예정된 상
환일은 회사가 모든 C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한다. 상환하고
자 하는 C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통지에서 회사에 의해 상환될 C종 주식의 수를 명
시하여야 한다.
(ㄴ) 회사는 각 상환일에 상환된 C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상환 가격을 현금으로 전액 지
급하여야 한다.
다. 상환 가격: 제5.1조에 따라 상환되는 각 C종 주식의 상환 가격은 다음과 같다.
(ㄱ) 제5.1조 가.(ㄴ)1), 2), 3)항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i)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C종 주식 발행일 다음날부터 해당 C종 주식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해당 C종 주식에 대하여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ii) 상환에 참여하는 C종 주식의 최소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C종 주식의 주
주들이 지정한 삼정KPM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언스트앤영 및
각 회계법인의 지역 계열회사가 산정한 C종 주식의 공정시장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ㄴ) 그 밖의 경우에는, C종 주식의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C종 주식 발행일부
터(발행일 포함) 해당 C종 주식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단리 8%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
의 합산액에서 해당 C종 주식에 대하여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 비례상환. 상환을 선택한 모든 C종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전액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
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 주주의 총 C종 주식수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C종 주식 주주들에
게 상환한다.
(2) 통지 및 상환 사이의 기간 : C종 주식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환통지일과 상환일 사이의
기간 동안:
가. 어떤 이유에서도 배당이 지급되거나 결의되지 않으며 C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
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C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도 회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매수되거나 상환되거나 그 밖에 방식으로 취득되지 않는다.
다. C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에 의해 자
본감소가 승인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6.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전환비율
가. 전환기간. C종 주식의 주주의 C종 주식을 보통주(이하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하에서 “전환권”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C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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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부여된 전환권은 주주의 선택에 따라 C종 주식의 발행일 이후 즉시부터 (전환을 위해 C
종 주식이 보관된 곳에서)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나. 전환비율. 이하의 제6.3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C종
주식의 전환으로 하나의 전환된 보통주가 발행된다(전환일(이하에서 정의됨)에 유효한 “전
환비율”).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각 전환된 보통주는 본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C종
주식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발행되며(이하 “전환가격”), 이하의 제6.3조에서 정하
는 전환비율의 조정과 반대되는 방식의 조정에 따른다.
만약 C종 주식 1주 이상이 동일 주주에 의해 동시에 전환되고 해당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가 동일인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의 수는 전환
된 C종 주식의 총 전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는
발행되지 않으며, 회사는 앞서 언급한 발행되지 않은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에 상응하는, 전
환에 적용된 전환가격의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절차
가. C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C종 주식의 주주는 자신의 비용으
로 정상 업무 시간 내에(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회사의 사무실에 전환통지(이하 “전환
통지”)를 청구일(이하에서 정의됨) 및 전환될 C종 주식의 수를 포함하여 적용 양식에 따라
2통을 작성해서 해당 C종 주식의 주권의 교부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회사는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발행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상기의 절차를 전부 준수하여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된 관련 전환
통지(2통) 상의 날짜는 해당 C종 주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이라 하며, 본 발행조건에서 C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이 행사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기 이내여야 한다. 전환은 해당 C종
주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의 정상 업무시간(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본 발행조건에서 해당 C종 주식에 적용되는 “전환일”에 해당한다. 청구
된 전환통지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철회될 수 없다.
나. 전환일로부터,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C종 주식의 주주를 해당 전환으로 C종 주식의
주주에게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 간주한다(이하에서 언급되는, 소급적 조정의 효력
이 발생하기 이전의 전환비율의 소급적 조정과 무관함). 그 후에,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에서 부과된 관련 제한 하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회사의 명의개
서대리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환일로부터 5역일 내에 (i) 당시의 명의개서대리
인의 대한민국 서울의 지정된 사무실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 기재된 자들에게 순서대로 C종 주
식의 전환 주주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해당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산
, 현금(제6.1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
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를 함께 해당 전환 통
지에 기재된 다른 자들에게 교부하거나, (ii)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을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된 보통주의 해당 주주로 등록하고,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전환통지에서 C종 주식의 전환 주주가 지정한 수탁회사의 계좌에
전환된 보통주를,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산, 현금(제6.1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
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제3조 또는 하기의 제6.3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전환일이 속하는
배당발생기간(이하에서 정의됨)과 관련하여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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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당 또는 C종 주식에 대한 배당은 해당 배당발생기간의 개시 직전에 전환이 이루어짐을
기준으로 배당경과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다.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
는 모든 측면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와 동등하다(상기에서 언급된 사항 및
기준일이 해당 전환일 이전인 권리,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그 밖의 권리는
제외함). “배당발생기간”이란 회사의 해당 회계연도 말에 끝나는 1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3) 전환비율의 조정
가. (ㄱ) 조정: 만약 회사가 보통주의 분배, 분할, 자본금의 감소, 발행된 보통주를 더
작은 수의 보통주로 병합, 보통주를 회사의 다른 증권으로 재분류, 보통주에 대한 배당 결의
, 보통주의 주주(이하 “주주”)에게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
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 발행, 제안하거나, 회사의 부채,
자본금에 대한 주식, 자산(현금 배당은 제외),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주인수권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을 희
석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또는 해당 기준
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환비율에 대한 기타 조정에 영향을 미침 없이 전환비율을 적
절하게 조정하여, C종 주식의 주주가 제6.3조 가.항에 따른 조정이 발효된 후 발생하는 관련
전환일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C종 주식이 전환되었다면(또는 만약 회사가
해당 사유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 직전에 사전 기준일(이하에서 정의됨)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사유 발
생 후 받을 수 있었던 보통주 또는 회사의 기타 증권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 또는 기타 증권을
받을 권리를 부여 받거나, 제6.3조 가.항의 상기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었던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의 공정시장가치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 단, 제6.3조 가.항의 상기 사유에 대하여 전환비율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C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C종 주식의 발행일 직후에 C종 주식 전부
를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주들에게 동일한 지위를 주는 데 필요한
권리를 부여한다.
(ㄴ) 회사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가격으로 보통주를 발행하거나 전환가
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내재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 교환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증권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이하 해당 발행을 “발행”),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CP2 = CP1* (A + B) ÷ (A + C).
상기 수식에 있어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CP2”는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CP1”은 발행 직전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A”는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의 발행 직전 기발행 보통주식(발행 직
전에 당시 존재하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우선주식 포함)의 전환 또는 교
환시 발행되는 모든 보통주식)의 수를 의미한다.
“B”는 CP1에 상응하는 주당 가격으로 보통주식을 발행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
이는 총 발행가액을 발행 직전의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C”는 금번 발행되는 보통주의 수 또는 발행된 증권에 내포되어 있는 보통주의 수를 의미한
다.
나. 조정의 효력발생일: 제6.3조 가.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상기 제6.3조 가.항에서

발급확인번호 9085-AATW-HFHO
1170500022681030222110921008201901117531K1D1S0L1W1 1 발행일:2019/12/23

- 16/82 -

등기번호

511908

언급된 관련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일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행되기 전
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사유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결정
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한 다음 이를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은 관련 주주총
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즉시 해당 기준일 직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합병 등의 효과.: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가 귀
사에 합병되는 경우(회사가 존속회사이거나 보통주의 재분류, 전환, 교환 또는 취소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합병은 제외함) 또는 회사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물 또는 자산
을 매도, 이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는 자 또는 회사의 해당 소유물 또
는 자산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자는 C종 주식의 주주에게 C종 주식을 표창하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하고 각 C종 주식의 주주들이 전환 기간 동안 해당 C종 주식을 해당 합병, 매도, 이전
또는 임대 직전에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보통주의 수만큼 주식 및 그 밖의 증권, 현금, 수령
가능한 소유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라. 기준일: 제6조의 목적을 위한 “기준일”이라 함은 주주의 배당권 또는 그 밖의 분
배 받을 권리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
짜를 의미한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C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전환된 보통주의 유효성
회사는 C종 주식을 전환하여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된 보통주의 수를 감소
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신주인수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
지하여야 하며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전환, 교환,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충족시
키기 위하여 수시로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데 요구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수만큼 발행
되지 않은 수권주식을 유보하여야 하며,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C종 주식의 전환으로 전환된 보통주의 교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전환으로 인도된 모든 전환된 보통주가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자의
무가 없는 상태로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주식인수권에 관한 사항
C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회사가 수시로 발행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증권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보통주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전부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 매수할 권리가 있으
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예정된 발행 또는 매도에 대한 중요 조건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적절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예정된 지분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무상으로 이
루어지는 형태(무상증자)인 경우에는, C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보통주를 대신하여 C종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2016 년 04 월 08 일 설정
2016 년 04 월 08 일 등기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C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C종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C종 주식 1주 당 1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C종 소유 주주들의
동의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C종 주식 발행총수의 최소 51%를 소유하고 있는 C종 주
식의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2. 우선권에 관한 사항

발급확인번호 9085-AATW-HFHO
1170500022681030222110921008201901117531K1D1S0L1W1 1 발행일:2019/12/23

- 17/82 -

등기번호

511908

C종 주식은 배당 지급,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 상환에 따른 지급과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모든 A종 주식, 모든 B종 주식, 모든 보통주에 대하여 우
선권을 갖는다.
“A종 주식”이란 각각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A종 (제1종) 상환전환
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B종 주식” 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B종(제2종) 상환전환우선
주식을 의미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법에 따라 배당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기준일 당시 C종 주식의 각
주주에 대하여 비누적적, 참가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이승건(이하 “지배주주”
)을 한 쪽 당사자, C종 주식의 인수인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 2016년 4월 5일 체결된, 상기
제2조(우선권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가지는 C종(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인
수 계약(이하 “본건 본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C종 주식의
주주는 C종 주식의 발행가액(이하 “발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배당으로 지급
받는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C종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2) 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C종 주식의 각 주주는 해당 배당기준일 바로 직전에 C종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
을 것을 가정하여, 보통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전환된 주식 수에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주식(보통주식)을 배당 받는다.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결의하고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위하여, 각각의 C종 주식의
주주는 해당 주주가 C종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C종 주
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청산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경우에, 각각의 C종 주식의 주주들은 A종 주식, B종 주식, 보통
주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자산이 분배 또는 지급되기 이전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C종
주식 수에 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전액 받을 권리가 있다(이하 “잔
여재산분배 우선권”)
(2) 만약 회사의 자산으로 C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우선적 잔여재산분배를 지급하기에 부족
한 경우에는, C종 주식의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각각의 C종 주식의 총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3) 만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모든 C종 주식의 주주에게 전액 지급된 경우에는, A종
주식, B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의 남은 잔여재산을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우선권(그러한 권
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후, C종 주식의 주주들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A종 주식, B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과 잔여재산을 동일한 분배율로 분배 받아야
한다.
(4) C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회사의 청산, 해산 시점에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 및 미지급된 C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은 각각의 C종 주식의 주
주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무담보채무를 구성하게 되고, 해당 주주들은 회사의 다른 무
담보채권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C종 주식에 대하여 결의 및 미지급된 현금 배당만큼 회사의 분
배금을 분배 받는다.
5. 상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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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 : C종 주식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된다.
가. (ㄱ) 상환 기간: 이하의 제5.1조 가.(ㄴ)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상환되거나 전환되거나 매수 및 취소되지 않는 한, C종 주식의 주
주는 2019년 4월 7일부터 당해 C종 주식의 전환일과 전환 기간의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까지 C종 주식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ㄴ)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C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다음
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C종 주식의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1) 본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진술, 보장, 확약사항, 의
무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2) 보통주의 인수공모,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국가적으로 인정 받은 증권 거래소
에서의 동시 상장 및 해당 관할에서의 관련 법률에 따른 관련 증권 또는 재정 당국에의 관련
증권 등록 완료에 대한 부당한 거부 또는 실패
3)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증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본건 주식인수
계약에 따른 C종 주식의 발행 관련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건 주식인수계약 제5
.5조(투자금의 사용)의 위반
4) (x) 관련 거래 직전의 회사의 전체 주주들이 관련 거래 이후에 존속회사(또는
해당 존속회사의 종국적 모회사)의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
된 합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관련된 일련의 거래, (y)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양도,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 (z) 의결권의 50% 이상이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에게 이전되는 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
나. 상환 방법
(ㄱ) C종 주식의 각 주주는 다음의 방법으로 C종 주식 일부 또는 전액의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C종 주식의 각 주주는 회사에 상환통지를 보내고, 해당 통지를 회사가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당해 C종 주식의 주주에게 C종 주식의 예정된 상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예정된 상
환일은 회사가 모든 C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한다. 상환하고
자 하는 C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통지에서 회사에 의해 상환될 C종 주식의 수를 명
시하여야 한다.
(ㄴ) 회사는 각 상환일에 상환된 C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상환 가격을 현금으로 전액 지
급하여야 한다.
다. 상환 가격: 제5.1조에 따라 상환되는 각 C종 주식의 상환 가격은 다음과 같다.
(ㄱ) 제5.1조 가.(ㄴ)1), 2), 3)항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i)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C종 주식 발행일 다음날부터 해당 C종 주식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해당 C종 주식에 대하여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ii) 상환에 참여하는 C종 주식의 최소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C종 주식의 주
주들이 지정한 삼정KPM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언스트앤영 및
각 회계법인의 지역 계열회사가 산정한 C종 주식의 공정시장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ㄴ) 그 밖의 경우에는, C종 주식의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C종 주식 발행일부
터(발행일 포함) 해당 C종 주식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단리 8%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
의 합산액에서 해당 C종 주식에 대하여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 비례상환. 상환을 선택한 모든 C종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전액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
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 주주의 총 C종 주식수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C종 주식 주주들에
게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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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지 및 상환 사이의 기간 : C종 주식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환통지일과 상환일 사이의
기간 동안:
가. 어떤 이유에서도 배당이 지급되거나 결의되지 않으며 C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
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C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도 회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매수되거나 상환되거나 그 밖에 방식으로 취득되지 않는다.
다. C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에 의해 자
본감소가 승인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6.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전환비율
가. 전환기간. C종 주식의 주주의 C종 주식을 보통주(이하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하에서 “전환권”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C종 주
식에 부여된 전환권은 주주의 선택에 따라 C종 주식의 발행일 이후 즉시부터 (전환을 위해 C
종 주식이 보관된 곳에서)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나. 전환비율. 이하의 제6.3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C종
주식의 전환으로 하나의 전환된 보통주가 발행된다(전환일(이하에서 정의됨)에 유효한 “전
환비율”).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각 전환된 보통주는 본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C종
주식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발행되며(이하 “전환가격”), 이하의 제6.3조에서 정하
는 전환비율의 조정과 반대되는 방식의 조정에 따른다.
만약 C종 주식 1주 이상이 동일 주주에 의해 동시에 전환되고 해당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가 동일인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의 수는 전환
된 C종 주식의 총 전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는
발행되지 않으며, 회사는 앞서 언급한 발행되지 않은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에 상응하는, 전
환에 적용된 전환가격의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절차
가. C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C종 주식의 주주는 자신의 비용으
로 정상 업무 시간 내에(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회사의 사무실에 전환통지(이하 “전환
통지”)를 청구일(이하에서 정의됨) 및 전환될 C종 주식의 수를 포함하여 적용 양식에 따라
2통을 작성해서 해당 C종 주식의 주권의 교부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회사는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발행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상기의 절차를 전부 준수하여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된 관련 전환
통지(2통) 상의 날짜는 해당 C종 주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이라 하며, 본 발행조건에서 C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이 행사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기 이내여야 한다. 전환은 해당 C종
주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의 정상 업무시간(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본 발행조건에서 해당 C종 주식에 적용되는 “전환일”에 해당한다. 청구
된 전환통지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철회될 수 없다.
나. 전환일로부터,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C종 주식의 주주를 해당 전환으로 C종 주식의
주주에게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 간주한다(이하에서 언급되는, 소급적 조정의 효력
이 발생하기 이전의 전환비율의 소급적 조정과 무관함). 그 후에,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에서 부과된 관련 제한 하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회사의 명의개
서대리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환일로부터 5역일 내에 (i) 당시의 명의개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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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대한민국 서울의 지정된 사무실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 기재된 자들에게 순서대로 C종 주
식의 전환 주주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해당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산
, 현금(제6.1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
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를 함께 해당 전환 통
지에 기재된 다른 자들에게 교부하거나, (ii)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을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된 보통주의 해당 주주로 등록하고,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전환통지에서 C종 주식의 전환 주주가 지정한 수탁회사의 계좌에
전환된 보통주를,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산, 현금(제6.1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
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제3조 또는 하기의 제6.3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전환일이 속하는
배당발생기간(이하에서 정의됨)과 관련하여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에 대
한 배당 또는 C종 주식에 대한 배당은 해당 배당발생기간의 개시 직전에 전환이 이루어짐을
기준으로 배당경과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다.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
는 모든 측면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와 동등하다(상기에서 언급된 사항 및
기준일이 해당 전환일 이전인 권리,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그 밖의 권리는
제외함). “배당발생기간”이란 회사의 해당 회계연도 말에 끝나는 1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3) 전환비율의 조정
가. (ㄱ) 조정: 만약 회사가 보통주의 분배, 분할, 자본금의 감소, 발행된 보통주를 더
작은 수의 보통주로 병합, 보통주를 회사의 다른 증권으로 재분류, 보통주에 대한 배당 결의
, 보통주의 주주(이하 “주주”)에게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
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 발행, 제안하거나, 회사의 부채,
자본금에 대한 주식, 자산(현금 배당은 제외),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주인수권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을 희
석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또는 해당 기준
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환비율에 대한 기타 조정에 영향을 미침 없이 전환비율을 적
절하게 조정하여, C종 주식의 주주가 제6.3조 가.항에 따른 조정이 발효된 후 발생하는 관련
전환일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C종 주식이 전환되었다면(또는 만약 회사가
해당 사유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 직전에 사전 기준일(이하에서 정의됨)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사유 발
생 후 받을 수 있었던 보통주 또는 회사의 기타 증권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 또는 기타 증권을
받을 권리를 부여 받거나, 제6.3조 가.항의 상기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었던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의 공정시장가치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 단, 제6.3조 가.항의 상기 사유에 대하여 전환비율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C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C종 주식의 발행일 직후에 C종 주식 전부
를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주들에게 동일한 지위를 주는 데 필요한
권리를 부여한다.
(ㄴ) 회사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가격으로 보통주를 발행하거나 전환가
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내재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 교환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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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행하는 경우에는(이하 해당 발행을 “발행”),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CP2 = CP1* (A + B) ÷ (A + C).
상기 수식에 있어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CP2”는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CP1”은 발행 직전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A”는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의 발행 직전 기발행 보통주식(발행 직
전에 당시 존재하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우선주식 포함)의 전환 또는 교
환시 발행되는 모든 보통주식)의 수를 의미한다.
“B”는 CP1에 상응하는 주당 가격으로 보통주식을 발행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
이는 총 발행가액을 발행 직전의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C”는 금번 발행되는 보통주의 수 또는 발행된 증권에 내포되어 있는 보통주의 수를 의미한
다.
나. 조정의 효력발생일: 제6.3조 가.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상기 제6.3조 가.항에서
언급된 관련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일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행되기 전
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사유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결정
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한 다음 이를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은 관련 주주총
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즉시 해당 기준일 직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합병 등의 효과.: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가 귀
사에 합병되는 경우(회사가 존속회사이거나 보통주의 재분류, 전환, 교환 또는 취소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합병은 제외함) 또는 회사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물 또는 자산
을 매도, 이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는 자 또는 회사의 해당 소유물 또
는 자산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자는 C종 주식의 주주에게 C종 주식을 표창하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하고 각 C종 주식의 주주들이 전환 기간 동안 해당 C종 주식을 해당 합병, 매도, 이전
또는 임대 직전에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보통주의 수만큼 주식 및 그 밖의 증권, 현금, 수령
가능한 소유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라. 기준일: 제6조의 목적을 위한 “기준일”이라 함은 주주의 배당권 또는 그 밖의 분
배 받을 권리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
짜를 의미한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C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전환된 보통주의 유효성
회사는 C종 주식을 전환하여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된 보통주의 수를 감소
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신주인수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
지하여야 하며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전환, 교환,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충족시
키기 위하여 수시로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데 요구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수만큼 발행
되지 않은 수권주식을 유보하여야 하며,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C종 주식의 전환으로 전환된 보통주의 교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전환으로 인도된 모든 전환된 보통주가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자의
무가 없는 상태로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주식인수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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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회사가 수시로 발행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증권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보통주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전부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 매수할 권리가 있으
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예정된 발행 또는 매도에 대한 중요 조건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적절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예정된 지분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무상으로 이
루어지는 형태(무상증자)인 경우에는, C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보통주를 대신하여 C종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2018 년 11 월 30 일 변경
2018 년 12 월 12 일 등기
2019 년 11 월 13 일 말소
2019 년 11 월 26 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별첨2에서는 본건 신주를 본건 우선주식으로 칭하기로 하며, 이하 같음)의 주
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다만,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
에 우선주주의 승인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주식 발행총수의 51% 이상의 수로써 하
여야 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인
수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
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의 요청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본건 우선주식이 보통주
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을 배당한다..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
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건 우선주식의 일(1)주당 우선분배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일(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미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잔여재산분배에 앞서 다른 무담보채권자들과 평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2)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
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전환방법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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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하고 주
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나.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제1호의 날짜
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리.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5일 이내에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3) 전환비율(전환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이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1주
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
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나. 전환권을 보유한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
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인수합병 등을 통
한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1주당 인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으로 증가되는 자금에 대하여 예전 전환
가액 적용시 발행가능한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수]}
(ㄴ)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보통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 :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 직전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이 비율에 따라 당해 보통주
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과 동시에 조정된다. 단, 우선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시에 같은
방식 및 비율로 병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이익잉여금으로부터의 현금배당 이외의 배당을 하는 경우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재원으로부터 현금배당을 하거나 자본금, 제3
자 발행의 주식 또는 증권, 회사 또는 제3자 발행의 채무증서, 자산(현금배당 제외), 옵션(신
주인수권, 주식관련 사채 기타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교환이 가능한 증권 제외)을 분배하는 경
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도 당시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보유하게 될 보통주식수에 의거하
여 같은 조건의 분배를 동시에 받는다.
(ㄹ) 재분류의 경우 :
(주식배당 또는 주식의 분할, 병합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본조정 또는 주식재분류, 다른 회
사와의 합병(청산으로 취급되는 합병 또는 회사가 존속하고 기존 보통주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합병 제외), 중요한 자산의 양도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그러한 자본조정, 재
분류, 합병, 자산양도 후 동종 동수의 주식, 증권, 자산, 기타 그러한 자본조정, 재분류, 합
병, 자산양도 직전에 당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것으로 전환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전환가격의 재조정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수
권주식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권자본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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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본
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 또는 본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다. 투자금의 목적외 사용
라. 본건 우선주식 발행을 위한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2) 상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각 우선주식의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자금을 분배하여 상환한다.
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 대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보장 및 계약상 의무의 중대
한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업공개 거부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 다음날부터 상환청구서 발송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1%의 단리를 적용한 금액과, 상환
청구서 발송일 다음날부터 상환금액 완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의 상환통지일에 매일경제신
문을 통하여 공고된 만기 90일의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보다 1% 높은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원
나.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을 정하여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
가액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 다음날부터 상환청구서 발송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1%의 단리를
적용한 금액과 상환비용의 합산액, 그리고 그 합산액에 대하여 발행일 다음날부터 주주와 회
사간 신주인수계약의 해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10%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상환금액 완제
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기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원
다. 그 밖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 및 그에 대하여 보유한 기간(발행일 포함)
동안 연 8%의 단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원
(3) 상환청구기간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
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이다. 단, 본건 우선주주에 대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보
장 및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상장 거부, 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중 과반수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합병, 중요한 자산 양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에 대한 소유권 변동,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인수가액의 목적외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청구
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4) 상환방법은 회사가 본건 우선주주로부터 상환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우
선주주에게 상환통지를 하되, 상환일을 상환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이를 상환통지
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5) 상환하는 주식의 수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
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6 년 04 월 01 일 변경
2016 년 04 월 08 일 등기
제1종전환우선주식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별첨2에서는 본건 신주를 본건 우선주식으로 칭하기로 하며, 이하 같음)의 주
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다만, 전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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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
에 우선주주의 승인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주식 발행총수의 51% 이상의 수로써 하
여야 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인
수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
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의 요청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본건 우선주식이 보통주
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을 배당한다..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
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건 우선주식의 일(1)주당 우선분배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일(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미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잔여재산분배에 앞서 다른 무담보채권자들과 평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2)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
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전환방법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
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하고 주
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나.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제1호의 날짜
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리.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5일 이내에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3) 전환비율(전환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이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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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
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나. 전환권을 보유한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
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인수합병 등을 통
한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1주당 인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으로 증가되는 자금에 대하여 예전 전환
가액 적용시 발행가능한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수]}
(ㄴ)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보통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 :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 직전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이 비율에 따라 당해 보통주
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과 동시에 조정된다. 단, 우선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시에 같은
방식 및 비율로 병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이익잉여금으로부터의 현금배당 이외의 배당을 하는 경우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재원으로부터 현금배당을 하거나 자본금, 제3
자 발행의 주식 또는 증권, 회사 또는 제3자 발행의 채무증서, 자산(현금배당 제외), 옵션(신
주인수권, 주식관련 사채 기타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교환이 가능한 증권 제외)을 분배하는 경
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도 당시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보유하게 될 보통주식수에 의거하
여 같은 조건의 분배를 동시에 받는다.
(ㄹ) 재분류의 경우 :
(주식배당 또는 주식의 분할, 병합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본조정 또는 주식재분류, 다른 회
사와의 합병(청산으로 취급되는 합병 또는 회사가 존속하고 기존 보통주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합병 제외), 중요한 자산의 양도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그러한 자본조정, 재
분류, 합병, 자산양도 후 동종 동수의 주식, 증권, 자산, 기타 그러한 자본조정, 재분류, 합
병, 자산양도 직전에 당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것으로 전환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전환가격의 재조정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수
권주식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권자본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
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9 년 11 월 13 일 변경
2019 년 11 월 26 일 등기
전환우선주식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별첨2에서는 본건 신주를 본건 우선주식으로 칭하기로 하며, 이하 같음)의 주
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다만,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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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선주주의 승인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주식 발행총수의 51% 이상의 수로써 하
여야 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인
수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
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의 요청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본건 우선주식이 보통주
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을 배당한다..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
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건 우선주식의 일(1)주당 우선분배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일(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미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잔여재산분배에 앞서 다른 무담보채권자들과 평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2)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
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전환방법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
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하고 주
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나.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제1호의 날짜
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리.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5일 이내에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3) 전환비율(전환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이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1주
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
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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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환권을 보유한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
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인수합병 등을 통
한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1주당 인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으로 증가되는 자금에 대하여 예전 전환
가액 적용시 발행가능한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수]}
(ㄴ)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보통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 :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 직전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이 비율에 따라 당해 보통주
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과 동시에 조정된다. 단, 우선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시에 같은
방식 및 비율로 병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이익잉여금으로부터의 현금배당 이외의 배당을 하는 경우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재원으로부터 현금배당을 하거나 자본금, 제3
자 발행의 주식 또는 증권, 회사 또는 제3자 발행의 채무증서, 자산(현금배당 제외), 옵션(신
주인수권, 주식관련 사채 기타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교환이 가능한 증권 제외)을 분배하는 경
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도 당시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보유하게 될 보통주식수에 의거하
여 같은 조건의 분배를 동시에 받는다.
(ㄹ) 재분류의 경우 :
(주식배당 또는 주식의 분할, 병합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본조정 또는 주식재분류, 다른 회
사와의 합병(청산으로 취급되는 합병 또는 회사가 존속하고 기존 보통주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합병 제외), 중요한 자산의 양도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그러한 자본조정, 재
분류, 합병, 자산양도 후 동종 동수의 주식, 증권, 자산, 기타 그러한 자본조정, 재분류, 합
병, 자산양도 직전에 당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것으로 전환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전환가격의 재조정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수
권주식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권자본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
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6 년 04 월 01 일 변경
2016 년 04 월 08 일 등기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D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D종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D 종 주식 1주 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 는 사항 이외에, D종 소유 주주들의
동의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D종 주식 발행총수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는 D종
주식의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2. 우선권에 관한 사항
D종 주식은 배당 지급,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 상환에 따른 지급과 관련하여,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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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C종 주식과 동일한 순위를 갖고, 모든 A종 주식, 모든 B
종 주식, 모든 보통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A종 주식”이란 각각 액면가 1,0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A 종(제1종) 상환전
환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B종 주식” 이란 액면가 1,0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B종(제2종) 상환전환우
선주식을 의미한다.
“C종 주식”이란 액면가 1,0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C종(제3종) 상환전환우선
주식을 의미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기준일 당 시 D종
주식의 각 주주에 대하여 비누적적, 참가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이승건(이하 “지
배주주”)을 한 쪽 당사자, D종 주식의 인수인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 상기 제2항(우선권에
관한 사 항)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가지는 D(제4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 계약 (이하 본
조의 목적상 “D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라,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D 종 주식의 주주는
D종 주식의 발행가액(이하 본조에 한하여 “발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배당으
로 지급받는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D종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
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2) 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에 등록되
어 있는 D종 주식의 각 주주는 해당 배당기준일 바로 직전에 D종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
였을 것을 가정하여, 보통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전환된 주식 수에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주식(보통주식)을 배당 받는다.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결의하고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위하여, 각각의 D종 주식의
주주는 해당 주주가 D종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회계연도 의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D종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청산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경우에, 각각의 D종 주식의 주주들은, C종 주식의 주주들과 동일
한 순위로, A종 주식, B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자산이 분배 또는 지급되기 이
전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D종 주식 수에 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
을 전액 받을 권리가 있다.
(2) 만약 회사의 자산으로 C종 주식의 주주 및 D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우선적 잔여재산분
배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C종 주식의 주주 및 D종 주식의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각각의 C종 주식 및 D종 주식의 총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3) 만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모든 C종 주식의 주주 및 모든 D종 주식의 주주에게 전
액 지급 된 경우에는, A종 주식, B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의 남은 잔여재산을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우선권(그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후, C종 주식
의 주주 및 D종 주식의 주주들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A종 주식, B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
과 잔여재산을 동일한 분배율로 분배 받아야 한다.
(4) D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회사의 청산, 해산 시점에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 및 미지급된 D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은 각각의 D종 주식의 주
주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무담보 채무를 구성하게 되고, 해당 주주들은 회사의 다른 무
담보채권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D종 주식에 대하여 결의 및 미지급된 현금 배당만큼 회사의 분
배금을 분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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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 : D종 주식은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된다.
가. (ㄱ) 상환 기간: 이하의 제5항 (1)호 가.목 (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건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상환되거나 전환되거나 매수 및 취소되지 않는 한, D종 주식의
주주는 D종 주식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일의 3주년이 되는 날로부터 당해 D종 주식 의 전환일과
전환 기간의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D종 주식의 일 부 또는 전액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ㄴ) D종 주식인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D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다
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D종 주식의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1) D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진술, 보장, 확약사항, 의무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2) 보통주의 인수공모,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증권 거래소에서의 동시 상
장 및 해당 관할에서의 관련 법률에 따른 관련 증권 또는 재정 당국에의 관련 증권 등록 완료
에 대한 부당한 거부 또 는 실패
3)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증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D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D종 주식의 발행 관련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D종 주식인수계약 제5.5조(투자금의
사용)의 위반
4) (x) 관련 거래 직전의 회사의 전체 주주들이 관련 거래 이후 에 존속회사(또는 해당 존속
회사의 종국적 모회사)의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합병 또
는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관련된 일련의 거래, (y)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양도,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 (z) 의결권의 50% 이상이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에게 이전되는 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
나. 상환 방법
(ㄱ) D종 주식의 각 주주는 다음의 방법으로 D종 주식 일부 또는 전액의 상환을 선택할 수 있
다. D종 주식의 각 주주는 회사에 상환통지를 보내고, 해당 통지를 회사가 수령한 후 7일 이
내에 당해 D종 주식의 주주에게 D종 주식의 예정된 상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예정된 상환일은
회사가 모든 D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한다. 상환 하고자 하
는 D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통지에서 회사에 의해 상환될 D종 주식의 수를 명시하여
야 한다.
(ㄴ) 회사는 각 상환일에 상환된 D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상환 가격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여
야 한다.
다. 상환 가격: 제5항 (1)호에 따라 상환되는 각 D종 주식의 상환 가격은 다음과 같다.
(ㄱ) 제5항 (1)호 가.목 (ㄴ)1), 2), 3)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i)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D종 주식 발행일 다음날부터 해당 D종 주식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해당 D종 주식에 대하여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ii) 상환에 참여하는 D종 주식의 최소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D종 주식의 주
주들이 지정한 삼정KPM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딜로이트 투쉬 토마 츠, 언스트앤영 및
각 회계법인의 지역 계열회사가 산정한 D종 주식의 공정시장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ㄴ) 그 밖의 경우에는, D종 주식의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D종 주식 발행일부터(발행
일 포함) 해당 D종 주식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 안 연 단리 8%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
액에서 해당 D종 주식에 대하 여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 비례상환. 상환을 선택한 모든 D종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전액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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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 주주의 총 D종 주식수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D종 주식 주주들에게
상환한다.
(2) 통지 및 상환 사이의 기간: D종 주식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환통지일 과 상환일 사이의
기간 동안:
가. 어떤 이유에서도 배당이 지급되거나 결의되지 않으며 D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D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도 회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수되거나 상환되거나 그 밖에 방식으로 취득되지 않는다.
다. D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에 의해 자본감
소가 승인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6.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전환비율
가. 전환기간. D종 주식의 주주의 D종 주식을 보통주(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된 보통주”
)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하 본조에서 “전환권”이라 한다.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에 따라, D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은 주주의 선택에 따 라 D종 주식의 발행일 이후 즉시부터
(전환을 위해 D종 주식이 보관된 곳 에서)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나. 전환비율. 이하의 제6항 (3)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D종
주식의 전환으로 하나의 전환된 보통주가 발행된다(전환 일(이하에서 정의됨)에 유효한 “전
환비율”).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각 전환된 보통주는 D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D종 주
식의 발행가액과 동 일한 가격으로 발행되며(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가격”), 이하의 제6
항 (3)호에서 정하는 전환비율의 조정과 반대되는 방식의 조정에 따른다.
만약 D종 주식 1주 이상이 동일 주주에 의해 동시에 전환되고 해당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가 동일인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의 수는 전환된 D종
주식의 총 전환 가격에 기초 하여 산정된다. 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는 발행
되지 않으며, 회사는 앞서 언급한 발행되지 않은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에 상응하는, 전 환에
적용된 전환가격의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절차
가. D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D종 주식의 주주 는 자신의 비용으로 정
상 업무 시간 내에(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회 사의 사무실에 전환통지(이하 본조에 한
하여 “전환통지”)를 청구일(이하에서 정의됨) 및 전환될 D종 주식의 수를 포함하여 적용 양
식에 따라 2통을 작성해서 해당 D종 주식의 주권의 교부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회사는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발행 및 그 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
든 비용을 지급한다. 상기의 절차를 전부 준수하여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된 관련 전환통지(2
통) 상의 날짜는 해당 D종 주 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이라 하며, 본 발행조건에서 D종 주식
에 부여된 전 환권이 행사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기 이내여야 한다. 전환은 해당 D종 주식
에 적용되는 청구일의 정상 업무시간(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것
으로 간주되며, 본 발행조건에서 해당 D종 주식에 적용되는 “전환일”에 해당한다. 청구된
전환통지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는 철회될 수 없다.
나. 전환일로부터,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D종 주식의 주주를 해당 전환으로 D종 주식의 주주
에게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 간주한다(이하에서 언급되는, 소급적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전환비율의 소급적 조정과 무관함). 그 후에,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
에서 부과된 관련 제한 하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회사의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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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환일로부터 5역일 내에 (i) 당 시의 명의개서 대리
인의 대한민국 서울의 지정된 사무실에서 해당 전환 통 지에 기재된 자들에게 순서대로 D종
주식의 전환 주주들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는 해당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
나, 대한민국 법률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
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 류(존재하는 경우)를 함께 해당
전환 통지에 기재된 다른 자들에게 교부하거나, (ii)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을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된 보통주의 해당 주주로 등록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그 후속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전환통지에서 D종 주식의 전환 주주가 지정한 수탁회사
의 계좌에 전환된 보통주를,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 타 증권, 자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
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상기의 제3항 또는 하기의 제6항 (3)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전환일이 속하
는 배당발생기간(이하에서 정의됨)과 관련하여 D종 주식 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배당 또는 D종 주식에 대한 배 당은 해당 배당발생기간의 개시 직전에 전환이 이루어짐
을 기준으로 배당 경과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다.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
통주는 모든 측면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와 동등하다(상 기에서 언급된 사
항 및 기준일이 해당 전환일 이전인 권리,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그 밖의 권
리는 제외함). “배당발생기간”이란 회 사의 해당 회계연도 말에 끝나는 1년의 기간을 의미
한다.
(3) 전환비율의 조정
가. (ㄱ) 조정: 만약 회사가 보통주의 분배, 분할, 자본금의 감소, 발행된 보통주를 더 작은
수의 보통주로 병합, 보통주를 회사의 다른 증권으로 재 분류, 보통주에 대한 배당 결의, 보
통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 발행, 제안하거나, 회사의 부채, 자본금에 대한 주식
, 자산(현금 배당은 제외),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
주인수권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발생
시키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또는 해당 기준일) 또는 그 이후에 이
루어진 전환비율에 대한 기타 조정에 영향을 미침 없이 전환비율을 적절하게 조정 하여, D종
주식의 주주가 제6항 (3)호 가.목에 따른 조정이 발효된 후 발생하는 관련 전환일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D종 주식이 전환되었다면(또는 만약 회사가 해당 사유와 관련
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 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기
준일 직전에 사 전 기준일(이하에서 정의됨)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
었던 보통주 또는 회사의 기타 증권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 또는 기타 증 권을 받을 권리를 부
여 받거나,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와 관련하여 해 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었던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단, 제
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에 대하여 전환비율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회사는 D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D종 주식의 발행일 직후에 D종 주식 전부를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주들에게 동일한 지위를 주는 데 필요한 권
리를 부여한다.
(ㄴ) 회사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가격으로 보통주를 발 행하거나 전환가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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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통주 1주당 내재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 교환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이하 본조에 한하여 해당 발행을 “발행”),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CP2 = CP1* (A + B) ÷ (A + C). 상기 수식에 있어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CP2”는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CP1”은 발행 직전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A”는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의 발행 직전 기 발행 보통주식(발행
직전에 당시 존재하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우선주식 포함)의 전환 또는
교환시 발행되는 모든 보통주 식)의 수를 의미한다.
“B”는 CP1에 상응하는 주당 가격으로 보통주식을 발행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
이는 총 발행가액을 발행 직전의 전환가격으로 나 누어 산정한다)
“C”는 금번 발행되는 보통주의 수 또는 발행된 증권에 내포되어 있는 보통주의 수를 의미한
다.
나. 조정의 효력발생일: 제6항 (3)호 가.목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상기 제 6항 (3)호 가.목
에서 언급된 관련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기준일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행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및 해
당 사유 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결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한 다음 이를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조정은 관련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즉시 해당 기준 일 직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합병 등의 효과: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가 귀사에 합
병되는 경우(회사가 존속회사이거나 보통주의 재분류, 전환, 교환 또는 취소의 결과를 발생시
키지 않는 합병은 제외함) 또는 회사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물 또는 자산을 매도
, 이전, 임대하 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는 자 또는 회사의 해당 소유물 또는 자산
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자는 D종 주식의 주주에게 D종 주식을 표창하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하
고 각 D종 주식의 주주들이 전환 기간 동안 해당 D종 주식을 해당 합병, 매도, 이전 또는 임
대 직전에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보통주의 수만큼 주식 및 그 밖의 증권, 현금, 수령 가능한
소유물로 전환 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라. 기준일: 제6항의 목적을 위한 “기준일”이라 함은 주주의 배당권 또는 그 밖의 분배 받
을 권리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D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전환된 보통주의 유효성: 회사는 D종 주식을 전환하여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된 보통주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여서 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신주인수권 또는 그 밖 의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전환, 교환,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데 요구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수만큼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식을 유보하여야 하며,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
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C 종 주식의 전환으로 전환된
보통주의 교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전환으로 인도된 모든 전환된 보통
주가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 자의무가 없는 상태로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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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식인수권에 관한 사항
D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회사가 수시로 발행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 증권에 대해 지분비
율만큼(보통주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전부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예정된 발 행 또는 매도에 대한 중요 조건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적
절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예정된 지분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무상으로 이루
어지는 형태(무상증자)인 경우에는, D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보통주를 대 신하여 D종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2017 년 03 월 14 일 설정
2017 년 03 월 27 일 등기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D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D종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D 종 주식 1주 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 는 사항 이외에, D종 소유 주주들의
동의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D종 주식 발행총수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는 D종
주식의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2. 우선권에 관한 사항
D종 주식은 배당 지급,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 상환에 따른 지급과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C종 주식과 동일한 순위를 갖고, 모든 A종 주식, 모든 B
종 주식, 모든 보통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A종 주식”이란 각각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A 종(제1종) 상환전환
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B종 주식” 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B종(제2종) 상환전환우선
주식을 의미한다.
“C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C종(제3종) 상환전환우선주
식을 의미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기준일 당 시 D종
주식의 각 주주에 대하여 비누적적, 참가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이승건(이하 “지
배주주”)을 한 쪽 당사자, D종 주식의 인수인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 상기 제2항(우선권에
관한 사 항)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가지는 D(제4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 계약 (이하 본
조의 목적상 “D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라,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D 종 주식의 주주는
D종 주식의 발행가액(이하 본조에 한하여 “발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배당으
로 지급받는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D종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
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2) 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에 등록되
어 있는 D종 주식의 각 주주는 해당 배당기준일 바로 직전에 D종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
였을 것을 가정하여, 보통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전환된 주식 수에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주식(보통주식)을 배당 받는다.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결의하고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위하여, 각각의 D종 주식의
주주는 해당 주주가 D종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회계연도 의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D종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청산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경우에, 각각의 D종 주식의 주주들은, C종 주식의 주주들과 동일
한 순위로, A종 주식, B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자산이 분배 또는 지급되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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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D종 주식 수에 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
을 전액 받을 권리가 있다.
(2) 만약 회사의 자산으로 C종 주식의 주주 및 D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우선적 잔여재산분
배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C종 주식의 주주 및 D종 주식의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각각의 C종 주식 및 D종 주식의 총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3) 만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모든 C종 주식의 주주 및 모든 D종 주식의 주주에게 전
액 지급 된 경우에는, A종 주식, B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의 남은 잔여재산을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우선권(그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후, C종 주식
의 주주 및 D종 주식의 주주들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A종 주식, B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
과 잔여재산을 동일한 분배율로 분배 받아야 한다.
(4) D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회사의 청산, 해산 시점에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 및 미지급된 D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은 각각의 D종 주식의 주
주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무담보 채무를 구성하게 되고, 해당 주주들은 회사의 다른 무
담보채권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D종 주식에 대하여 결의 및 미지급된 현금 배당만큼 회사의 분
배금을 분배 받는다.
5.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 : D종 주식은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된다.
가. (ㄱ) 상환 기간: 이하의 제5항 (1)호 가.목 (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건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상환되거나 전환되거나 매수 및 취소되지 않는 한, D종 주식의
주주는 D종 주식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일의 3주년이 되는 날로부터 당해 D종 주식 의 전환일과
전환 기간의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D종 주식의 일 부 또는 전액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ㄴ) D종 주식인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D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다
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D종 주식의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1) D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진술, 보장, 확약사항, 의무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2) 보통주의 인수공모,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증권 거래소에서의 동시 상
장 및 해당 관할에서의 관련 법률에 따른 관련 증권 또는 재정 당국에의 관련 증권 등록 완료
에 대한 부당한 거부 또 는 실패
3)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증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D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D종 주식의 발행 관련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D종 주식인수계약 제5.5조(투자금의
사용)의 위반
4) (x) 관련 거래 직전의 회사의 전체 주주들이 관련 거래 이후 에 존속회사(또는 해당 존속
회사의 종국적 모회사)의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합병 또
는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관련된 일련의 거래, (y)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양도,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 (z) 의결권의 50% 이상이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에게 이전되는 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
나. 상환 방법
(ㄱ) D종 주식의 각 주주는 다음의 방법으로 D종 주식 일부 또는 전액의 상환을 선택할 수 있
다. D종 주식의 각 주주는 회사에 상환통지를 보내고, 해당 통지를 회사가 수령한 후 7일 이
내에 당해 D종 주식의 주주에게 D종 주식의 예정된 상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예정된 상환일은
회사가 모든 D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한다. 상환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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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통지에서 회사에 의해 상환될 D종 주식의 수를 명시하여
야 한다.
(ㄴ) 회사는 각 상환일에 상환된 D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상환 가격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여
야 한다.
다. 상환 가격: 제5항 (1)호에 따라 상환되는 각 D종 주식의 상환 가격은 다음과 같다.
(ㄱ) 제5항 (1)호 가.목 (ㄴ)1), 2), 3)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i)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D종 주식 발행일 다음날부터 해당 D종 주식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해당 D종 주식에 대하여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ii) 상환에 참여하는 D종 주식의 최소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D종 주식의 주
주들이 지정한 삼정KPM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딜로이트 투쉬 토마 츠, 언스트앤영 및
각 회계법인의 지역 계열회사가 산정한 D종 주식의 공정시장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ㄴ) 그 밖의 경우에는, D종 주식의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D종 주식 발행일부터(발행
일 포함) 해당 D종 주식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 안 연 단리 8%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
액에서 해당 D종 주식에 대하 여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 비례상환. 상환을 선택한 모든 D종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전액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 주주의 총 D종 주식수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D종 주식 주주들에게
상환한다.
(2) 통지 및 상환 사이의 기간: D종 주식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환통지일 과 상환일 사이의
기간 동안:
가. 어떤 이유에서도 배당이 지급되거나 결의되지 않으며 D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D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도 회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수되거나 상환되거나 그 밖에 방식으로 취득되지 않는다.
다. D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에 의해 자본감
소가 승인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6.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전환비율
가. 전환기간. D종 주식의 주주의 D종 주식을 보통주(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된 보통주”
)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하 본조에서 “전환권”이라 한다.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에 따라, D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은 주주의 선택에 따 라 D종 주식의 발행일 이후 즉시부터
(전환을 위해 D종 주식이 보관된 곳 에서)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나. 전환비율. 이하의 제6항 (3)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D종
주식의 전환으로 하나의 전환된 보통주가 발행된다(전환 일(이하에서 정의됨)에 유효한 “전
환비율”).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각 전환된 보통주는 D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D종 주
식의 발행가액과 동 일한 가격으로 발행되며(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가격”), 이하의 제6
항 (3)호에서 정하는 전환비율의 조정과 반대되는 방식의 조정에 따른다.
만약 D종 주식 1주 이상이 동일 주주에 의해 동시에 전환되고 해당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가 동일인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의 수는 전환된 D종
주식의 총 전환 가격에 기초 하여 산정된다. 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는 발행
되지 않으며, 회사는 앞서 언급한 발행되지 않은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에 상응하는, 전 환에
적용된 전환가격의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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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D종 주식의 주주 는 자신의 비용으로 정
상 업무 시간 내에(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회 사의 사무실에 전환통지(이하 본조에 한
하여 “전환통지”)를 청구일(이하에서 정의됨) 및 전환될 D종 주식의 수를 포함하여 적용 양
식에 따라 2통을 작성해서 해당 D종 주식의 주권의 교부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회사는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발행 및 그 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
든 비용을 지급한다. 상기의 절차를 전부 준수하여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된 관련 전환통지(2
통) 상의 날짜는 해당 D종 주 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이라 하며, 본 발행조건에서 D종 주식
에 부여된 전 환권이 행사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기 이내여야 한다. 전환은 해당 D종 주식
에 적용되는 청구일의 정상 업무시간(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것
으로 간주되며, 본 발행조건에서 해당 D종 주식에 적용되는 “전환일”에 해당한다. 청구된
전환통지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는 철회될 수 없다.
나. 전환일로부터,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D종 주식의 주주를 해당 전환으로 D종 주식의 주주
에게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 간주한다(이하에서 언급되는, 소급적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전환비율의 소급적 조정과 무관함). 그 후에,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
에서 부과된 관련 제한 하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환일로부터 5역일 내에 (i) 당 시의 명의개서 대리
인의 대한민국 서울의 지정된 사무실에서 해당 전환 통 지에 기재된 자들에게 순서대로 D종
주식의 전환 주주들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는 해당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
나, 대한민국 법률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
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 류(존재하는 경우)를 함께 해당
전환 통지에 기재된 다른 자들에게 교부하거나, (ii)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을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된 보통주의 해당 주주로 등록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그 후속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전환통지에서 D종 주식의 전환 주주가 지정한 수탁회사
의 계좌에 전환된 보통주를,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 타 증권, 자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
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상기의 제3항 또는 하기의 제6항 (3)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전환일이 속하
는 배당발생기간(이하에서 정의됨)과 관련하여 D종 주식 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배당 또는 D종 주식에 대한 배 당은 해당 배당발생기간의 개시 직전에 전환이 이루어짐
을 기준으로 배당 경과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다.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
통주는 모든 측면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와 동등하다(상 기에서 언급된 사
항 및 기준일이 해당 전환일 이전인 권리,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그 밖의 권
리는 제외함). “배당발생기간”이란 회 사의 해당 회계연도 말에 끝나는 1년의 기간을 의미
한다.
(3) 전환비율의 조정
가. (ㄱ) 조정: 만약 회사가 보통주의 분배, 분할, 자본금의 감소, 발행된 보통주를 더 작은
수의 보통주로 병합, 보통주를 회사의 다른 증권으로 재 분류, 보통주에 대한 배당 결의, 보
통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 발행, 제안하거나, 회사의 부채, 자본금에 대한 주식
, 자산(현금 배당은 제외),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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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수권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발생
시키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또는 해당 기준일) 또는 그 이후에 이
루어진 전환비율에 대한 기타 조정에 영향을 미침 없이 전환비율을 적절하게 조정 하여, D종
주식의 주주가 제6항 (3)호 가.목에 따른 조정이 발효된 후 발생하는 관련 전환일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D종 주식이 전환되었다면(또는 만약 회사가 해당 사유와 관련
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 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기
준일 직전에 사 전 기준일(이하에서 정의됨)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
었던 보통주 또는 회사의 기타 증권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 또는 기타 증 권을 받을 권리를 부
여 받거나,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와 관련하여 해 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었던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단, 제
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에 대하여 전환비율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회사는 D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D종 주식의 발행일 직후에 D종 주식 전부를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주들에게 동일한 지위를 주는 데 필요한 권
리를 부여한다.
(ㄴ) 회사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가격으로 보통주를 발 행하거나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내재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 교환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이하 본조에 한하여 해당 발행을 “발행”),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CP2 = CP1* (A + B) ÷ (A + C). 상기 수식에 있어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CP2”는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CP1”은 발행 직전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A”는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의 발행 직전 기 발행 보통주식(발행
직전에 당시 존재하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우선주식 포함)의 전환 또는
교환시 발행되는 모든 보통주 식)의 수를 의미한다.
“B”는 CP1에 상응하는 주당 가격으로 보통주식을 발행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
이는 총 발행가액을 발행 직전의 전환가격으로 나 누어 산정한다)
“C”는 금번 발행되는 보통주의 수 또는 발행된 증권에 내포되어 있는 보통주의 수를 의미한
다.
나. 조정의 효력발생일: 제6항 (3)호 가.목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상기 제 6항 (3)호 가.목
에서 언급된 관련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기준일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행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및 해
당 사유 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결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한 다음 이를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조정은 관련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즉시 해당 기준 일 직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합병 등의 효과: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가 귀사에 합
병되는 경우(회사가 존속회사이거나 보통주의 재분류, 전환, 교환 또는 취소의 결과를 발생시
키지 않는 합병은 제외함) 또는 회사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물 또는 자산을 매도
, 이전, 임대하 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는 자 또는 회사의 해당 소유물 또는 자산
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자는 D종 주식의 주주에게 D종 주식을 표창하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하
고 각 D종 주식의 주주들이 전환 기간 동안 해당 D종 주식을 해당 합병, 매도, 이전 또는 임
대 직전에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보통주의 수만큼 주식 및 그 밖의 증권, 현금, 수령 가능한

발급확인번호 9085-AATW-HFHO
1170500022681030222110921008201901117531K1D1S0L1W1 1 발행일:2019/12/23

- 39/82 -

등기번호

511908

소유물로 전환 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라. 기준일: 제6항의 목적을 위한 “기준일”이라 함은 주주의 배당권 또는 그 밖의 분배 받
을 권리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D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전환된 보통주의 유효성: 회사는 D종 주식을 전환하여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된 보통주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여서 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신주인수권 또는 그 밖 의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전환, 교환,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데 요구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수만큼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식을 유보하여야 하며,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
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C 종 주식의 전환으로 전환된
보통주의 교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전환으로 인도된 모든 전환된 보통
주가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 자의무가 없는 상태로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
다.
7. 주식인수권에 관한 사항
D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회사가 수시로 발행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 증권에 대해 지분비
율만큼(보통주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전부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예정된 발 행 또는 매도에 대한 중요 조건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적
절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예정된 지분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무상으로 이루
어지는 형태(무상증자)인 경우에는, D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보통주를 대 신하여 D종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2018 년 11 월 30 일 변경
2018 년 12 월 12 일 등기
2019 년 11 월 13 일 말소
2019 년 11 월 26 일 등기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제5종(E종) 상환전환우선주식
① 의결권에 관한 사항
E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E종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E 종 주식 1주 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 는 사항 이외에, E종 소유 주주들의
동의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E종 주식 발행총수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는 E종
주식의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② 우선권에 관한 사항
E종 주식은 배당 지급,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 상환에 따른 지급과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모든 A종 주식, 모든 B종 주식, 모든 C종 주식, 모든 D종
주식 및 모든 보통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A종 주식”이란 각각 액면가 1,0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A 종(제1종) 상환전
환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B종 주식” 이란 액면가 1,0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B종(제2종) 상환전환우
선주식을 의미한다.
“C종 주식”이란 액면가 1,0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C종(제3종) 상환전환우선
주식을 의미한다.
“D종 주식”이란 액면가 1,0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D종(제4종) 상환우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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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③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기준일 당 시 E종 주
식의 각 주주에 대하여 비누적적, 참가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이승건(이하 “지배
주주”)을 한 쪽 당사자, E종 주식의 인수인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 상기 제2항(우선권에
관한 사 항)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가지는 E(제5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 계약(이하 본 조
의 목적상 “E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E 종 주식의 주주는
E종 주식의 발행가액(이하 본조에 한하여 “발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배당으
로 지급받는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E종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
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2. 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E종 주식의 각 주주는 해당 배당기준일 바로 직전에 E종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
을 것을 가정하여, 보통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전환된 주식 수에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주식(보통주식)을 배당 받는다.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결의하고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위하여, 각각의 E종 주식의
주주는 해당 주주가 E종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E종 주
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청산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경우에, 각각의 E종 주식의 주주들은 A종 주식, B종 주식, C종 주
식, D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자산이 분배 또는 지급되기 이전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E종 주식 수에 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전액 받을 권리
가 있다.
2. 만약 회사의 자산으로 E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우선적 잔여재산분배를 지급하기에 부족
한 경우에는, E종 주식의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각각의 E종 주식의 총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3. 만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모든 E종 주식의 주주에게 전액 지급 된 경우에는, A종
주식, B종 주식, C종 주식, D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은 회사의 남은 잔여재산을 그들 각자
의 권리 및 우선권(그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후, E종
주식의 주주들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A종 주식, B종 주식, C종 주식, D종 주식 및 보통주의
주주들과 잔여재산을 동일한 분배율로 분배 받아야 한다.
4. E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회사의 청산, 해산 시점에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 및 미지급된 E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은 각각의 E종 주식의 주
주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무담보 채무를 구성하게 되고, 해당 주주들은 회사의 다른 무
담보채권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E종 주식에 대하여 결의 및 미지급된 현금 배당만큼 회사의 분
배금을 분배 받는다.
⑤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 : E종 주식은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된다.
가. (ㄱ)상환 기간: 이하의 제5항 (1)호 가.목 (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상환되거나 전환되거나 매수 및 취소되지 않는 한, E종 주식의 주
주는 E종 주식인수계약의 E종 주식 발행일의 3주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로부터 당해 E종 주
식의 전환일과 전환 기간의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E종 주식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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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E종 주식인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E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다
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E종 주식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1) E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진술, 보장, 확약사항, 의무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2) 보통주의 인수공모,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증권 거래소에서의 동시 상
장 및 해당 관할에서의 관련 법률에 따른 관련 증권 또는 재정 당국에의 관련 증권 등록 완료
에 대한 부당한 거부 또 는 실패
3)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증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E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E종 주식의 발행 관련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E종 주식인수계약 제5.5조(투자금의
사용)의 위반
4) (x) 관련 거래 직전의 회사의 전체 주주들이 관련 거래 이후 에 존속회사(또는 해당 존속
회사의 종국적 모회사)의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합병 또
는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관련된 일련의 거래, (y)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양도,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 (z) 의결권의 50% 이상이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에게 이전되는 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
나. 상환 방법
(ㄱ)E종 주식의 각 주주는 다음의 방법으로 E종 주식 일부 또는 전액의 상환을 선택할 수 있
다. E종 주식의 각 주주는 회사에 상환통지를 보내고, 해당 통지를 회사가 수령한 후 7일 이
내에 당해 E종 주식의 주주에게 E종 주식의 예정된 상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예정된 상환일은
회사가 모든 E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한다. 상환 하고자 하
는 E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통지에서 회사에 의해 상환될 E종 주식의 수를 명시하여
야 한다.
(ㄴ)회사는 각 상환일에 상환된 E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상환 가격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여
야 한다.
다. 상환 가격: 제5항 (1)호에 따라 상환되는 각 E종 주식의 상환 가격은 다음과 같다.
(ㄱ)제5항 (1)호 가.목 (ㄴ)1), 2), 3)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i)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E종 주식 발행일 다음날부터 해당 E종 주식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해당 E종 주식에 대하여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ii) 상환에 참여하는 E종 주식의 최소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E종 주식의 주
주들이 지정한 삼정KPM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언스트앤영 및
각 회계법인의 지역 계열회사가 산정한 E종 주식의 공정시장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ㄴ)그 밖의 경우에는, E종 주식의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E종 주식 발행일부터(발행
일 포함) 해당 E종 주식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 안 연 단리 8%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
액에서 해당 E종 주식에 대하 여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 비례상환. 상환을 선택한 모든 E종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전액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 주주의 총 E종 주식수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E종 주식 주주들에게
상환한다.
2. 통지 및 상환 사이의 기간: E종 주식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환통지일 과 상환일 사이의 기
간 동안:
가. 어떤 이유에서도 배당이 지급되거나 결의되지 않으며 E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E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도 회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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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되거나 상환되거나 그 밖에 방식으로 취득되지 않는다.
다. E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에 의해 자본감
소가 승인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⑥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전환비율
가. 전환기간. E종 주식의 주주의 E종 주식을 보통주(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된 보통주”
)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하 본조에서 “전환권”이라 한다.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에 따라, E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은 주주의 선택에 따 라 E종 주식 발행일의 익일(당일 포
함)부터 발행일로부터 10주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까지 행사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상환
되거나 전환되지 않은 E종 주식은 위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보통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나. 전환비율. 이하의 제6항 (3)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E종
주식의 전환으로 하나의 전환된 보통주가 발행된다(전환 일(이하에서 정의됨)에 유효한 “전
환비율”).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각 전환된 보통주는 E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E종 주
식의 발행가액과 동 일한 가격으로 발행되며(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가격”), 이하의 제6
항 (3)호에서 정하는 전환비율의 조정과 반대되는 방식의 조정에 따른다.
만약 E종 주식 1주 이상이 동일 주주에 의해 동시에 전환되고 해당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가 동일인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의 수는 전환된 E종
주식의 총 전환 가격에 기초 하여 산정된다. 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단주)는
발행되지 않으며, 회사는 앞서 언급한 발행되지 않은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에 상응하는, 전
환에 적용된 전환가격의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절차
가. E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E종 주식의 주주 는 자신의 비용으로 정
상 업무 시간 내에(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회사의 사무실에 전환통지(이하 본조에 한하
여 “전환통지”)를 청구일(이하에서 정의됨) 및 전환될 E종 주식의 수를 포함하여 적용 양식
에 따라 2통을 작성해서 해당 E종 주식의 주권의 교부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회사는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발행 및 그 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
든 비용을 지급한다. 상기의 절차를 전부 준수하여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된 관련 전환통지(2
통) 상의 날짜는 해당 E종 주 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이라 하며, 본 발행조건에서 E종 주식
에 부여된 전 환권이 행사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기 이내여야 한다. 전환은 해당 E종 주식
에 적용되는 청구일의 정상 업무시간(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것
으로 간주되며, 본 발행조건에서 해당 E종 주식에 적용되는 “전환일”에 해당한다. 청구된
전환통지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는 철회될 수 없다.
나. 전환일로부터,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E종 주식의 주주를 해당 전환으로 E종 주식의 주주
에게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 간주한다(이하에서 언급되는, 소급적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전환비율의 소급적 조정과 무관함). 그 후에,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
에서 부과된 관련 제한 하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환일로부터 5일 내에 (i) 당시의 명의개서 대리인
의 대한민국 서울의 지정된 사무실에서 해당 전환 통 지에 기재된 자들에게 순서대로 E종 주
식의 전환 주주들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는 해당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나
, 대한민국 법률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
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를 함께 해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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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통지에 기재된 다른 자들에게 교부하거나, (ii)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을 회
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된 보통주의 해당 주주로 등록하고,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전환통지에서 E종 주식의 전환 주주가 지정한 수탁회사의 계
좌에 전환된 보통주를,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 타 증권, 자산, 현금(제6항 (1)호
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제3항 또는 하기의 제6항 (3)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전환일이 속하
는 배당발생기간(이하에서 정의됨)과 관련하여 E종 주식 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배당 또는 E종 주식에 대한 배당은 해당 배당발생기간의 개시 직전에 전환이 이루어짐
을 기준으로 배당발생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다.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
주는 모든 측면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와 동등하다(상 기에서 언급된 사항
및 기준일이 해당 전환일 이전인 권리,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그 밖의 권리
는 제외함). “배당발생기간”이란 회 사의 해당 회계연도 말에 끝나는 1년의 기간을 의미한
다.
3. 전환비율의 조정
가. (ㄱ) 조정: 만약 회사가 보통주의 분배, 분할, 자본금의 감소, 발행된 보통주를 더 작은
수의 보통주로 병합, 보통주를 회사의 다른 증권으로 재 분류, 보통주에 대한 배당 결의, 보
통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 발행, 제안하거나, 회사의 부채, 자본금에 대한 주식
, 자산(현금 배당은 제외),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
주인수권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발생
시키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또는 해당 기준일) 또는 그 이후에 이
루어진 전환비율에 대한 기타 조정에 영향을 미침 없이 전환비율을 적절하게 조정 하여, E종
주식의 주주가 제6항 (3)호 가.목에 따른 조정이 발효된 후 발생하는 관련 전환일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E종 주식이 전환되었다면(또는 만약 회사가 해당 사유와 관련
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 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기
준일 직전에 사 전 기준일(이하에서 정의됨)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
었던 보통주 또는 회사의 기타 증권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 또는 기타 증 권을 받을 권리를 부
여 받거나,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와 관련하여 해 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었던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단, 제
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에 대하여 전환비율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회사는 E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E종 주식의 발행일 직후에 E종 주식 전부를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주들에게 동일한 지위를 주는 데 필요한 권
리를 부여한다.
(ㄴ) 회사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가격으로 보통주를 발 행하거나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내재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 교환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이하 본조에 한하여 해당 발행을 “발행”),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CP2 = CP1* (A + B) ÷ (A + C).
상기 수식에 있어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CP2”는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CP1”은 발행 직전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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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의 발행 직전 기 발행 보통주식(발행
직전에 당시 존재하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우선주식 포함)의 전환 또는
교환시 발행되는 모든 보통주 식)의 수를 의미한다.
“B”는 CP1에 상응하는 주당 가격으로 보통주식이 발행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
이는 총 발행가액을 발행 직전의 전환가격으로 나 누어 산정한다)
“C”는 금번 발행되는 보통주의 수 또는 발행된 증권에 내포되어 있는 보통주의 수를 의미한
다.
나. 조정의 효력발생일: 제6항 (3)호 가.목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상기 제 6항 (3)호 가.목
에서 언급된 관련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기준일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행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및 해
당 사유 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결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한 다음 이를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조정은 관련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즉시 해당 기준 일 직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합병 등의 효과: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가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회사가 존속회사이거나 보통주의 재분류, 전환, 교환 또는 취소의 결과를 발생
시키지 않는 합병은 제외함) 또는 회사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물 또는 자산을 매
도, 이전, 임대하 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는 자 또는 회사의 해당 소유물 또는 자
산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자는 E종 주식의 주주에게 E종 주식을 표창하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
하고 각 E종 주식의 주주들이 전환 기간 동안 해당 E종 주식을 해당 합병, 매도, 이전 또는
임대 직전에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보통주의 수만큼 주식 및 그 밖의 증권, 현금, 수령 가능한
소유물로 전환 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라. 기준일: 제6항의 목적을 위한 “기준일”이라 함은 주주의 배당권 또는 그 밖의 분배 받
을 권리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마. 조정통지. 조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E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전환된 보통주의 유효성: 회사는 E종 주식을 전환하여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된 보통주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여서 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신주인수권 또는 그 밖 의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전환, 교환,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데 요구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수만큼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식을 유보하여야 하며,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
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E 종 주식의 전환으로 전환된
보통주의 교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전환으로 인도된 모든 전환된 보통
주가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 자의무가 없는 상태로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⑦ 주식인수권에 관한 사항
E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회사가 수시로 발행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 증권에 대해 지분비
율만큼(보통주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전부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예정된 발 행 또는 매도에 대한 중요 조건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적
절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예정된 지분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무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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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형태(무상증자)인 경우에는, E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보통주를 대신하여 E종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2018 년 06 월 16 일 설정
2018 년 06 월 18 일 등기
제5종(E종) 상환전환우선주식
① 의결권에 관한 사항
E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E종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E 종 주식 1주 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 는 사항 이외에, E종 소유 주주들의
동의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E종 주식 발행총수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는 E종
주식의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② 우선권에 관한 사항
E종 주식은 배당 지급,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 상환에 따른 지급과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모든 A종 주식, 모든 B종 주식, 모든 C종 주식, 모든 D종
주식 및 모든 보통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A종 주식”이란 각각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A 종(제1종) 상환전환
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B종 주식” 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B종(제2종) 상환전환우선
주식을 의미한다.
“C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C종(제3종) 상환전환우선주
식을 의미한다.
“D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D종(제4종) 상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③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기준일 당 시 E종 주
식의 각 주주에 대하여 비누적적, 참가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이승건(이하 “지배
주주”)을 한 쪽 당사자, E종 주식의 인수인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 상기 제2항(우선권에
관한 사 항)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가지는 E(제5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 계약(이하 본 조
의 목적상 “E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E 종 주식의 주주는
E종 주식의 발행가액(이하 본조에 한하여 “발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배당으
로 지급받는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E종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
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2. 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E종 주식의 각 주주는 해당 배당기준일 바로 직전에 E종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
을 것을 가정하여, 보통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전환된 주식 수에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주식(보통주식)을 배당 받는다.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결의하고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위하여, 각각의 E종 주식의
주주는 해당 주주가 E종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E종 주
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청산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경우에, 각각의 E종 주식의 주주들은 A종 주식, B종 주식, C종 주
식, D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자산이 분배 또는 지급되기 이전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E종 주식 수에 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전액 받을 권리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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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회사의 자산으로 E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우선적 잔여재산분배를 지급하기에 부족
한 경우에는, E종 주식의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각각의 E종 주식의 총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3. 만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모든 E종 주식의 주주에게 전액 지급 된 경우에는, A종
주식, B종 주식, C종 주식, D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은 회사의 남은 잔여재산을 그들 각자
의 권리 및 우선권(그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후, E종
주식의 주주들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A종 주식, B종 주식, C종 주식, D종 주식 및 보통주의
주주들과 잔여재산을 동일한 분배율로 분배 받아야 한다.
4. E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회사의 청산, 해산 시점에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 및 미지급된 E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은 각각의 E종 주식의 주
주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무담보 채무를 구성하게 되고, 해당 주주들은 회사의 다른 무
담보채권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E종 주식에 대하여 결의 및 미지급된 현금 배당만큼 회사의 분
배금을 분배 받는다.
⑤ 상환에 관한 사항
1. 상환 : E종 주식은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된다.
가. (ㄱ)상환 기간: 이하의 제5항 (1)호 가.목 (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상환되거나 전환되거나 매수 및 취소되지 않는 한, E종 주식의 주
주는 E종 주식인수계약의 E종 주식 발행일의 3주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로부터 당해 E종 주
식의 전환일과 전환 기간의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E종 주식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을 선택할 수 있다.
(ㄴ)E종 주식인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E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다
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E종 주식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1) E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진술, 보장, 확약사항, 의무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2) 보통주의 인수공모,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증권 거래소에서의 동시 상
장 및 해당 관할에서의 관련 법률에 따른 관련 증권 또는 재정 당국에의 관련 증권 등록 완료
에 대한 부당한 거부 또 는 실패
3)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증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E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E종 주식의 발행 관련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E종 주식인수계약 제5.5조(투자금의
사용)의 위반
4) (x) 관련 거래 직전의 회사의 전체 주주들이 관련 거래 이후 에 존속회사(또는 해당 존속
회사의 종국적 모회사)의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합병 또
는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관련된 일련의 거래, (y)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양도,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 (z) 의결권의 50% 이상이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에게 이전되는 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
나. 상환 방법
(ㄱ)E종 주식의 각 주주는 다음의 방법으로 E종 주식 일부 또는 전액의 상환을 선택할 수 있
다. E종 주식의 각 주주는 회사에 상환통지를 보내고, 해당 통지를 회사가 수령한 후 7일 이
내에 당해 E종 주식의 주주에게 E종 주식의 예정된 상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예정된 상환일은
회사가 모든 E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한다. 상환 하고자 하
는 E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통지에서 회사에 의해 상환될 E종 주식의 수를 명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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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회사는 각 상환일에 상환된 E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상환 가격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여
야 한다.
다. 상환 가격: 제5항 (1)호에 따라 상환되는 각 E종 주식의 상환 가격은 다음과 같다.
(ㄱ)제5항 (1)호 가.목 (ㄴ)1), 2), 3)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i)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E종 주식 발행일 다음날부터 해당 E종 주식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해당 E종 주식에 대하여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ii) 상환에 참여하는 E종 주식의 최소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E종 주식의 주
주들이 지정한 삼정KPM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언스트앤영 및
각 회계법인의 지역 계열회사가 산정한 E종 주식의 공정시장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ㄴ)그 밖의 경우에는, E종 주식의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E종 주식 발행일부터(발행
일 포함) 해당 E종 주식의 상환일까지의 기간 동 안 연 단리 8%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
액에서 해당 E종 주식에 대하 여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 비례상환. 상환을 선택한 모든 E종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전액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 주주의 총 E종 주식수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E종 주식 주주들에게
상환한다.
2. 통지 및 상환 사이의 기간: E종 주식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환통지일 과 상환일 사이의 기
간 동안:
가. 어떤 이유에서도 배당이 지급되거나 결의되지 않으며 E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E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도 회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수되거나 상환되거나 그 밖에 방식으로 취득되지 않는다.
다. E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에 의해 자본감
소가 승인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⑥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전환비율
가. 전환기간. E종 주식의 주주의 E종 주식을 보통주(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된 보통주”
)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하 본조에서 “전환권”이라 한다.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에 따라, E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은 주주의 선택에 따 라 E종 주식 발행일의 익일(당일 포
함)부터 발행일로부터 10주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까지 행사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상환
되거나 전환되지 않은 E종 주식은 위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보통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나. 전환비율. 이하의 제6항 (3)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E종
주식의 전환으로 하나의 전환된 보통주가 발행된다(전환 일(이하에서 정의됨)에 유효한 “전
환비율”).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각 전환된 보통주는 E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E종 주
식의 발행가액과 동 일한 가격으로 발행되며(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가격”), 이하의 제6
항 (3)호에서 정하는 전환비율의 조정과 반대되는 방식의 조정에 따른다.
만약 E종 주식 1주 이상이 동일 주주에 의해 동시에 전환되고 해당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가 동일인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의 수는 전환된 E종
주식의 총 전환 가격에 기초 하여 산정된다. 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단주)는
발행되지 않으며, 회사는 앞서 언급한 발행되지 않은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에 상응하는, 전
환에 적용된 전환가격의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절차
가. E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E종 주식의 주주 는 자신의 비용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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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업무 시간 내에(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회사의 사무실에 전환통지(이하 본조에 한하
여 “전환통지”)를 청구일(이하에서 정의됨) 및 전환될 E종 주식의 수를 포함하여 적용 양식
에 따라 2통을 작성해서 해당 E종 주식의 주권의 교부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회사는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발행 및 그 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
든 비용을 지급한다. 상기의 절차를 전부 준수하여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된 관련 전환통지(2
통) 상의 날짜는 해당 E종 주 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이라 하며, 본 발행조건에서 E종 주식
에 부여된 전 환권이 행사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기 이내여야 한다. 전환은 해당 E종 주식
에 적용되는 청구일의 정상 업무시간(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것
으로 간주되며, 본 발행조건에서 해당 E종 주식에 적용되는 “전환일”에 해당한다. 청구된
전환통지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는 철회될 수 없다.
나. 전환일로부터,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E종 주식의 주주를 해당 전환으로 E종 주식의 주주
에게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 간주한다(이하에서 언급되는, 소급적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전환비율의 소급적 조정과 무관함). 그 후에,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
에서 부과된 관련 제한 하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환일로부터 5일 내에 (i) 당시의 명의개서 대리인
의 대한민국 서울의 지정된 사무실에서 해당 전환 통 지에 기재된 자들에게 순서대로 E종 주
식의 전환 주주들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는 해당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나
, 대한민국 법률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
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를 함께 해당 전
환 통지에 기재된 다른 자들에게 교부하거나, (ii)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을 회
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된 보통주의 해당 주주로 등록하고,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전환통지에서 E종 주식의 전환 주주가 지정한 수탁회사의 계
좌에 전환된 보통주를,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 타 증권, 자산, 현금(제6항 (1)호
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제3항 또는 하기의 제6항 (3)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전환일이 속하
는 배당발생기간(이하에서 정의됨)과 관련하여 E종 주식 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배당 또는 E종 주식에 대한 배당은 해당 배당발생기간의 개시 직전에 전환이 이루어짐
을 기준으로 배당발생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다.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
주는 모든 측면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와 동등하다(상 기에서 언급된 사항
및 기준일이 해당 전환일 이전인 권리,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그 밖의 권리
는 제외함). “배당발생기간”이란 회 사의 해당 회계연도 말에 끝나는 1년의 기간을 의미한
다.
3. 전환비율의 조정
가. (ㄱ) 조정: 만약 회사가 보통주의 분배, 분할, 자본금의 감소, 발행된 보통주를 더 작은
수의 보통주로 병합, 보통주를 회사의 다른 증권으로 재 분류, 보통주에 대한 배당 결의, 보
통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 발행, 제안하거나, 회사의 부채, 자본금에 대한 주식
, 자산(현금 배당은 제외),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
주인수권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발생
시키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또는 해당 기준일) 또는 그 이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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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전환비율에 대한 기타 조정에 영향을 미침 없이 전환비율을 적절하게 조정 하여, E종
주식의 주주가 제6항 (3)호 가.목에 따른 조정이 발효된 후 발생하는 관련 전환일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E종 주식이 전환되었다면(또는 만약 회사가 해당 사유와 관련
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 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기
준일 직전에 사 전 기준일(이하에서 정의됨)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
었던 보통주 또는 회사의 기타 증권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 또는 기타 증 권을 받을 권리를 부
여 받거나,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와 관련하여 해 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었던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단, 제
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에 대하여 전환비율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회사는 E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E종 주식의 발행일 직후에 E종 주식 전부를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주들에게 동일한 지위를 주는 데 필요한 권
리를 부여한다.
(ㄴ) 회사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가격으로 보통주를 발 행하거나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내재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 교환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이하 본조에 한하여 해당 발행을 “발행”),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CP2 = CP1* (A + B) ÷ (A + C).
상기 수식에 있어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CP2”는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CP1”은 발행 직전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A”는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의 발행 직전 기 발행 보통주식(발행
직전에 당시 존재하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우선주식 포함)의 전환 또는
교환시 발행되는 모든 보통주 식)의 수를 의미한다.
“B”는 CP1에 상응하는 주당 가격으로 보통주식이 발행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
이는 총 발행가액을 발행 직전의 전환가격으로 나 누어 산정한다)
“C”는 금번 발행되는 보통주의 수 또는 발행된 증권에 내포되어 있는 보통주의 수를 의미한
다.
나. 조정의 효력발생일: 제6항 (3)호 가.목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상기 제 6항 (3)호 가.목
에서 언급된 관련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기준일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행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및 해
당 사유 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결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한 다음 이를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조정은 관련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즉시 해당 기준 일 직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합병 등의 효과: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가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회사가 존속회사이거나 보통주의 재분류, 전환, 교환 또는 취소의 결과를 발생
시키지 않는 합병은 제외함) 또는 회사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물 또는 자산을 매
도, 이전, 임대하 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는 자 또는 회사의 해당 소유물 또는 자
산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자는 E종 주식의 주주에게 E종 주식을 표창하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
하고 각 E종 주식의 주주들이 전환 기간 동안 해당 E종 주식을 해당 합병, 매도, 이전 또는
임대 직전에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보통주의 수만큼 주식 및 그 밖의 증권, 현금, 수령 가능한
소유물로 전환 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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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준일: 제6항의 목적을 위한 “기준일”이라 함은 주주의 배당권 또는 그 밖의 분배 받
을 권리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마. 조정통지. 조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E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전환된 보통주의 유효성: 회사는 E종 주식을 전환하여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된 보통주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여서 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신주인수권 또는 그 밖 의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전환, 교환,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데 요구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수만큼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식을 유보하여야 하며,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
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E 종 주식의 전환으로 전환된
보통주의 교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전환으로 인도된 모든 전환된 보통
주가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 자의무가 없는 상태로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
다.
⑦ 주식인수권에 관한 사항
E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회사가 수시로 발행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 증권에 대해 지분비
율만큼(보통주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전부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예정된 발 행 또는 매도에 대한 중요 조건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적
절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예정된 지분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무상으로 이루
어지는 형태(무상증자)인 경우에는, E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보통주를 대신하여 E종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2018 년 11 월 30 일 변경
2018 년 12 월 12 일 등기
2019 년 11 월 13 일 말소
2019 년 11 월 26 일 등기
제6종상환전환우선주식
제6종(F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① 의결권에 관한 사항
F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이하 “F종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F종 주식 1주당 1개
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F종 주식 소유 주주들
의 동의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본 조에 따른 우선권 및 기타 권리의 포기, 변경 등 포함
)에 대해서는 F종 주식 발행총수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는 F종 주식의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단, 본 조에 따른 우선권, 기타 권리 및 조항에 관한 포기, 변경, 동의로 어
떠한 F종 주식 소유 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해당 F종 주식 소유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함).
② 우선권에 관한 사항
F종 주식은 배당 지급,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 상환에 따른 지급과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 이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모든 A종 주식, 모든 B종 주식, 모든 C종 주식, 모든 D종
주식, 모든 E종 주식 및 모든 보통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A종 주식”이란 각각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A 종(제1종) 상환전환
우선주식 및 전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B종 주식” 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B종(제2종) 상환전환우선
주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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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C종(제3종) 상환전환우선주
식을 의미한다.
“D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D종(제4종) 상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E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E종(제5종) 상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③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기준일 당시 F종 주
식의 각 주주에 대하여 비누적적, 참가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이승건(이하 “지배
주주”)을 한 쪽 당사자, F종 주식의 인수인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 상기 제2항(우선권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가지는 F종 (제6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 계약(이하 본
조의 목적상 “F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F 종 주식의 주주
는 F종 주식의 발행가액(이하 본조에 한하여 “발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배당
으로 지급받는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F종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
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2. 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F종 주식의 각 주주는 해당 배당기준일 바로 직전에 보유 중인 F종 주식을 보통주로 전
환하였을 것을 가정하여, 보통주 1주당 주식배당을 전환된 보통주(제6항 (1)호 가.목에서 정
의됨) 수에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주식(보통주식)을 배당 받는다.
3. 회사가 발행주식에 대하여 결의하고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위하여, 각각의 F종 주식의 주주
는 해당 주주가 F종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F종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청산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경우에, 각각의 F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의 자산이 A종 주식, B
종 주식, C종 주식, D종 주식, E종 주식 및 보통주의 주주들에게 분배 또는 지급되거나 분배
또는 지급을 위해 분리되기 이전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F종 주식 수에 주당 발행가
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권리(이하 본조에 한해 “잔여재
산분배 우선권”)가 있다.
2. 만약 회사의 자산으로 F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우선적 잔여재산분배를 지급하기에 부족
한 경우에는, F종 주식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각 주주가 보유한 F종 주식의 총 잔여재
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3. 만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F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전액 지급된 경우, A종 주식
, B종 주식, C종 주식, D종 주식, E종 주식 및 보통주의 주주들은 회사의 잔여재산을 그들 각
자의 권리 및 우선권(그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후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F종 주식의 주주들은 A종 주식, B종 주식, C종 주식, D종 주식, E종
주식 및 보통주의 주주들과 잔여재산을 동일한 분배율로 분배 받아야 한다.
4. F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시점에 미지급된 배당
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의 및 미지급된 F종 주식에 대한 해당 현금 배당은 각각의 F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무담보 채무를 구성하게 되고, 해당 주주들은 F종 주식에
대하여 결의 및 미지급된 현금 배당만큼 회사의 분배금을 회사의 다른 무담보채권자들과 동
일한 비율로 분배 받는다.
⑤ 상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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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 F종 주식은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된다.
가. (ㄱ) 상환 기간 : 이하의 제5항 (1)호 가.목 (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건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상환되거나 전환되거나 매수 및 취소되지 않는 한, F종 주식의
주주는 F종 주식인수계약의 F종 주식 발행일의 3주년이 되는 날로부터 당해 F종 주식의 전환
일과 전환 기간의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F종 주식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ㄴ) F종 주식인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F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다
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F종 주식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1) F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진술, 보장, 확약사항, 의무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2) 보통주의 인수공모,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국가적으로 공인된 증권 거래소에서의 보통주의
동시 상장 및 해당 관할에서의 관련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금융 당국에의 당해 증권 등록
완료에 대한 부당한 거부 또는 실패
3)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증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F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F종 주식의 발행 관련 투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F종 주식인수계약 제5.5조(투자금의
사용)의 위반
4) (x) 관련 거래 직전의 회사의 전체 주주들이 관련 거래 이후 존속회사(또는 해당 존속회사
의 종국적 모회사)의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합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관련된 일련의 거래, (y)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양도,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 (z) 의결권의 50% 이상이 1인 또는 수인의 자에게 이전되는 거래 또는 이와 관련
된 일련의 거래.
나. 상환 방법
(ㄱ) F종 주식의 각 주주는 다음의 방법으로 F종 주식 일부 또는 전액의 상환을 선택할 수 있
다. F종 주식의 각 주주가 회사에 상환통지를 보내고, 회사는 해당 통지를 수령한 후 7일 이
내에 당해 F종 주식의 주주에게 F종 주식의 예정된 상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예정된 상환일은
회사가 모든 F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한다. 상환받고자 하는
F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통지에 회사에 의해 상환될 F종 주식의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ㄴ) 회사는 각 상환일에 상환되는 F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상환 가격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
여야 한다.
다. 상환 가격: 제5항 (1)호에 따라 상환되는 각 F종 주식의 상환 가격은 다음과 같다.
(ㄱ) 제5항 (1)호 가.목 (ㄴ)1), 2), 3)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i) 주당 발행가
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F종 주식 발행일(당일 불포함)로부터 해당 F종 주식의 상환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 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해당 F종 주식에 대
하여 결의 및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 (ii) 삼정KPM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및 언스트앤영(각 회계법인의 지역 계열회사 포함) 중 상환에 참여하
는 F종 주식의 최소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F종 주식의 주주들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F종 주식의 주당 공정시장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ㄴ) 그 밖의 경우에는, F종 주식의 주당 발행가액 및 그에 대하여 해당 F종 주식 발행일부터
(당일 포함) 해당 F종 주식의 상환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 단리 8%의 이율을 적용
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해당 F종 주식에 대하여 결의 및 기지급된 총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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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례상환. 상환을 선택한 모든 F종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전액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각 주주가 보유한 총 F종 주식수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F종 주식 주
주들에게 상환한다.
2. 통지 및 상환 사이의 기간: F종 주식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환통지일과 상환일 사이의 기
간 동안:
가. 어떤 이유에서도 배당이 지급되거나 결의되지 않으며 F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에 대해서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F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도 회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매수되거나 상환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사의 대가 지급에 수반하여 취득되지 않는다.
다. F종 주식 이외의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어떠한 주식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에 의해 자본감
소가 승인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⑥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전환비율
가. 전환기간. F종 주식의 주주의 F종 주식을 보통주(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된 보통주”
)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하 본조에서 “전환권”이라 한다. 제6항의 규정 및 이를 준수
함에 따라, F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은 주주의 선택에 따라 F종 주식 발행일의 익일(당일 포
함)부터 발행일로부터 10주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까지의 기간(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기
간”) 동안 행사될 수 있고, 전환기간 내에 상환되거나 전환되지 않은 F종 주식은 위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보통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나. 전환비율. 이하의 제6항 (3)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F종
주식의 전환으로 하나의 전환된 보통주가 발행된다(전환 일(이하에서 정의됨)에 유효한 “전
환비율”). F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각 전환된 보통주는 F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F종 주
식의 주당 발행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발행되며(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가격”), 이하의
제6항 (3)호에서 정하는 전환비율의 조정과 반대되는 방식의 조정에 따른다.
만약 F종 주식 1주 이상이 동일 주주에 의해 동시에 전환되고 해당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가 동일인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의 수는 전환되
는 F종 주식의 총 전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전환 시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단주)는 발
행되지 않으며, 회사는 앞서 언급한 발행되지 않은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에 상응하는, 전환에
적용된 전환가격 중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절차
가. F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F종 주식의 주주는 자신의 비용으로 정
상 업무시간 내에(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회사의 사무실에 청구일(이하에서 정의됨) 및
전환될 F종 주식의 수를 포함하여 적용 양식에 따라 2통을 작성한 전환통지(이하 본조에 한
하여 “전환통지”)를 해당 F종 주식의 주권의 교부와 함께 제출하여 청구해야 한다.
회사는 F종 주식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발행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상기의 절차를 전부 준수하여 회사의 사무실에 관련 전환통지(2통)가
도달한 날의 날짜는 해당 F종 주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이라 하며, 본 발행조건에서 F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이 행사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기 이내여야 한다. 전환은 해당 F종 주
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의 정상 업무시간(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본 발행조건에서 해당 F종 주식에 적용되는 “전환일”에 해당한다. 청구된
전환통지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철회될 수 없다.
나. 전환일로부터,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F종 주식의 주주를 해당 전환으로 인해 F종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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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 간주한다(이하에서 언급되는, 소급적 조정의 효
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전환비율의 소급적 조정과 무관함). 그 이후에, 회사는 직접 또는 회사
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에서 부과된 관련 제한 하에서, 해당
전환통지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환일로부터 5일 내에 (i) 당시의
명의개서 대리인의 대한민국 서울의 지정된 사무실에서 해당 전환통지에 기재된 자에게 순서
대로 전환을 청구한 F종 주식의 주주들의 이름으로 등록된 해당 전환된 보통주의 주권을 교부
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
권, 자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주식 이전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해
당 주권을 전환통지에 기재된 다른 자에게 교부하거나, (ii)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
직)을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된 보통주의 해당 주주로 등록하고, 한국예탁결
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전환통지에서 전환을 청구한 F종 주식의 주주가 지
정한 수탁회사의 계좌에 전환된 보통주를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주식 이전
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제3항 또는 하기의 제6항 (3)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전환일이 속하
는 배당발생기간(이하에서 정의됨)과 관련하여 F종 주식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전환된 보통
주에 대한 배당 또는 F종 주식에 대한 배당은 해당 배당발생기간의 개시 직전에 전환이 이루
어졌음을 기준으로 배당발생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다. F종 주식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는 모든 측면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와 동등하다(상기에서
언급된 사항 및 기준일이 해당 전환일 이전인 권리,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그 밖의 권리는 제외함). “배당발생기간”이란 회사의 해당 회계연도 말에 끝나는 1년의 기
간을 의미한다.
3. 전환비율의 조정
가. (ㄱ) 조정 : 만약 회사가 보통주의 분배, 분할, 자본금의 감소, 발행된 보통주를 더 적은
수의 보통주로 병합, 보통주를 회사의 다른 증권으로 재분류, 보통주에 대한 배당 결의, 보
통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 발행, 제안하거나, 회사의 부채, 자본금에 대한 주식
, 자산(현금 배당은 제외),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
주인수권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발생
시키는 거래 기타 사유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또는 해당 기준일) 또는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전환비율에 대한 기타 조정에 영향을 미침 없이, 전환비율을 적절하
게 조정하여, F종 주식의 주주가 제6항 (3)호 가.목에 따른 조정이 발효된 후 발생하는 관련
전환일에,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F종 주식이 전환되었다면
(또는 만약 회사가 해당 사유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
가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사전 기준일(이하에서 정의됨)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기준일
직전에)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권리가 있거나 보유할 수 있었던 보통주 및/또는 회사의 기
타 증권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 및/또는 기타 증권을 받을 권리를 부여 받거나,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었던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기
타 해당 사유와 관련된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단, 제6항 (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에 대하여 전환비율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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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회사는 F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해당 주주들이F종 주식의 발행일 익일에 F종 주식
전부를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와 동일한 지위를 주는 데 필요한 권리를 부여한다.
(ㄴ) 회사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가격으로 보통주를 발행하거나 전환가격보다 낮
은 보통주 1주당 내재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 교환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
는 경우에는(이하 본조에 한하여 해당 발행을 “발행”),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CP2 = CP1* (A + B) ÷ (A + C).
상기 수식에 있어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CP2”는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CP1”은 발행 직전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A”는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의 발행 직전 기발행 보통주식{발행 직
전에 당시 존재하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권이 부착된 기발행 증권(우선주식 포함)의 전환
또는 교환 시 발행될 수 있는 모든 보통주식 포함}의 수를 의미한다.
“B”는 CP1에 상응하는 주당 가격으로 보통주식이 발행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
이는 총 발행가액을 발행 직전의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C”는 금번 발행되는 보통주의 수 또는 발행된 증권에 내포되어 있는 보통주의 수를 의미한
다.
나. 조정의 효력발생일: 제6항 (3)호 가.목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상기 제 6항 (3)호 가.목
에서 언급된 관련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기준일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당 사유가 법률적으
로 이행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
고, 해당 사유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
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한 다음 이를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은 관련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즉시 해당 기준일 직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합병 등의 효과: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되거나, 또는 다른 회
사가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회사가 존속회사이거나 기발행 보통주식의 재분류, 전환, 교환 또
는 취소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합병은 제외함) 또는 회사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물 또는 자산을 매도, 이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는 자 또는 회사의
해당 소유물 또는 자산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자는 F종 주식의 주주에게 F종 주식을 표창하
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하고, 각 F종 주식의 주주들이 전환 기간 동안 해당 F종 주식을 해당
합병, 매도, 이전 또는 임대 직전에 전환하였다면 보통주 주주로서 해당 사유로 인해 받았을
종류와 수량만큼 F종 주식을 주식 및 그 밖의 증권, 현금, 소유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라. 기준일: 제6항의 목적을 위한 “기준일”이라 함은 주주에 대한 배당 또는 그 밖의 분배
등 주주의 권리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마. 조정 통지. 조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F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4. 전환된 보통주의 유효성: 회사는 F종 주식을 전환하여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된 보통주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신주인수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
부터 자유롭게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전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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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F종 주식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이 요구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수만큼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식을 유보하여야 하며, 발행
되지 않은 수권주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F 종 주식의
전환으로 전환된 보통주의 교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전환으로 교부된
모든 전환된 보통주가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자의무가 없는 상태로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식인수권에 관한 사항
F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회사가 수시로 발행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 증권에 대해 지분비
율만큼(보통주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전부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예정된 발행 또는 매도에 대한 중요 조건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적
절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예정된 지분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무상으로 이루
어지는 형태(무상증자)인 경우에는, F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보통주를 대신하여 F종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2018 년 12 월 18 일 설정
2018 년 12 월 18 일 등기
2019 년 11 월 13 일 말소
2019 년 11 월 26 일 등기
제2종전환우선주식
①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다만,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
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우선 주주의 승인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주식 발행총수의 5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인
수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
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의 요청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본건 우선주식이 보통주
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을 배당한다.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 발생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 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1종 우선주식
의 주주와 동일한 순위로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건 우선주식의 일(1)주당 우선분배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일(1)주당 발행 가액으로 한다. 단,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미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잔여재산분배에 앞서 다른 무담보채권자
들과 평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2. 잔여재산 분배 가액이 본건 우선주식 및 제1종 우선주식의 우선분배액의 합에 미달하는 경
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및 제1종 우선주식의 주주는 각각 보유한 우선주식의 일(1)주당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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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
3.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
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전환방법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나.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
출한 날짜의 영업시간(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제1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라.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5일 이내에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 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전환비율(전환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이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나. 전환권을 보유한 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환
가격을 다음의 비율로 하향조정한다. 또한, 전환비율은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반비례하여 상
향 조정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인수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1주당 인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 등을 발행하
는 경우: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으로 증가되는 자금에 대하여 예전 전환
가액 적용시 발행가능한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수]}
(ㄴ)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보통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 직전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이 비율에 따라 당해 보통주
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과 동시에 조정된다. 단, 우 선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시에 같은
방식 및 비율로 병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이익잉여금으로부터의 현금배당 이외의 배당을 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재원으로부터 현금배당을 하거나 자본금, 제3자 발행의 주식 또는 증권,
회사 또는 제3자 발행의 채무증서, 자산(현금배당 제외), 옵션(신주인수권, 주식관련 사채 기
타 보통주식으로의 전환교환이 가능한 증권 제외)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도 당시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보유하게 될 보통주식수에 의거하여 같은 조건의 분배를 동시에
받는다.
(ㄹ) 재분류의 경우:
(주식배당 또는 주식의 분할, 병합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본조정 또는 주식 재분류, 다른 회
사와의 합병(청산으로 취급되는 합병 또는 회사가 존속하고 기존 보통주식에 어떠한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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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 합병 제외), 중요한 자산의 양도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그러한 자본조정, 재
분류, 합병, 자산양도 후 동종 동수의 주식, 증권, 자산, 기타 그러한 자본조정, 재분류, 합
병, 자산양도 직전에 당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것으로 전환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
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전환가격의 재조정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수권
주식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
권자본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
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
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9 년 11 월 13 일 변경
2019 년 11 월 26 일 등기
제3종전환우선주식
① 의결권에 관한 사항
C종 전환우선주식(이하 “C종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C 종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C종 소유 주주들의 동의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C종 주식 발행총수의 최소 51%를 소유하고 있는 C종 주식의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② 우선권에 관한 사항
C종 주식은 배당 지급,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과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 이하에서 설명
되는 바와 같이, 모든 A종 주식, 모든 B종 주식, 모든 보통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A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A 종 (제1종) 전환우선주식
을 의미한다.
“B종 주식” 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B종(제2종) 전환우선주식
을 의미한다.
③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법에 따라 배당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기준일 당시 C종 주식의 각
주주에 대하여 비누적적, 참가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이승건(이하 “지배주주”
)을 한 쪽 당사자, C종 주식의 인수인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 2016년 4월 5일 체결된, 상기
제2항(우선권에 관한 사 항)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가지는 C종(제3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인
수 계약 (이하 “C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C 종 주식의 주주
는 C종 주식의 발행가액(이하 본조에 한하여 “발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배당
으로 지급받는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C종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
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2. 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C종 주식의 각 주주는 해당 배당기준일 바로 직전 에 C종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
였을 것을 가정하여, 보통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전환된 주식 수에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주식(보통주식)을 배당 받는다.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결의하고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위하여, 각각의 C종 주식의
주주는 해당 주주가 C종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C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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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청산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경우에, 각각의 C종 주식의 주주들은 A종 주식, B종 주식, 보통주
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자산이 분배 또는 지급되기 이전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C종 주
식 수에 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전액 받을 권리가 있다(이하 “잔여재
산분배 우선권”).
2. 만약 회사의 자산으로 C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우선적 잔여재산분배를 지급하기에 부족
한 경우에는, C종 주식의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각각의 C종 주식의 총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3. 만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모든 C종 주식의 주주에게 전액 지급 된 경우에는, A종
주식, B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의 남은 잔여재산을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우선권(그러한 권
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후, C종 주식의 주주들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A종 주식, B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과 잔여재산을 동일한 분배율로 분배 받아야
한다.
4. C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회사의 청산, 해산 시점에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 및 미지급된 C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은 각각의 C종 주식의 주
주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무담보 채무를 구성하게 되고, 해당 주주들은 회사의 다른 무
담보채권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C종 주식에 대하여 결의 및 미지급된 현금 배당만큼 회사의 분
배금을 분배 받는다.
⑤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전환비율
가. 전환기간. C종 주식의 주주의 C종 주식을 보통주(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된 보통주”
)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하 본조에서 “전환권”이라 한다.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에 따라, C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은 주주의 선택에 따라 C종 주식의 발행일 이후 즉시부터
(전환을 위해 C종 주식이 보관된 곳 에서)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나. 전환비율. 이하의 제6항 (3)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C종
주식의 전환으로 하나의 전환된 보통주가 발행된다(전환 일(이하에서 정의됨)에 유효한 “전
환비율”).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각 전환된 보통주는 C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C종 주
식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발행되며(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가격”), 이하의 제6항
(3)호에서 정하는 전환비율의 조정과 반대되는 방식의 조정에 따른다.
만약 C종 주식 1주 이상이 동일 주주에 의해 동시에 전환되고 해당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가 동일인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의 수는 전환된 C종
주식의 총 전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는 발행되
지 않으며, 회사는 앞서 언급한 발행되지 않은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에 상응하는, 전환에 적
용된 전환가격의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절차
가. C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C종 주식의 주주는 자신의 비용으로 정
상 업무 시간 내에(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회사의 사무실에 전환통지(이하 본조에 한하
여 “전환통지”)를 청구일(이하에서 정의됨) 및 전환될 C종 주식의 수를 포함하여 적용 양식
에 따라 2통을 작성해서 해당 C종 주식의 주권의 교부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회사는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발행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상기의 절차를 전부 준수하여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된 관련 전환통지(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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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날짜는 해당 C종 주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이라 하며, 본 발행조건에서 C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이 행사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기 이내여야 한다. 전환은 해당 C종 주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의 정상 업무시간(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본 발행조건에서 해당 C종 주식에 적용되는 “전환일”에 해당한다. 청구된 전환
통지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철회될 수 없다.
나. 전환일로부터,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C종 주식의 주주를 해당 전환으로 C종 주식의 주주
에게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 간주한다(이하에서 언급되는, 소급적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전환비율의 소급적 조정과 무관함). 그 후에,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
에서 부과된 관련 제한 하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환일로부터 5역일 내에 (i) 당시의 명의개서 대리
인의 대한민국 서울의 지정된 사무실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 기재된 자들에게 순서대로 C종 주
식의 전환 주주들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는 해당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나
, 대한민국 법률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
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를 함께 해당 전
환 통지에 기재된 다른 자들에게 교부하거나, (ii)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을 회
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된 보통주의 해당 주주로 등록하고,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전환통지에서 C종 주식의 전환 주주가 지정한 수탁회사의 계
좌에 전환된 보통주를,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산, 현금(제6항 (1)호
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제3항 또는 하기의 제6항 (3)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전환일이 속하
는 배당발생기간(이하에서 정의됨)과 관련하여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배당 또는 C종 주식에 대한 배당은 해당 배당발생기간의 개시 직전에 전환이 이루어짐
을 기준으로 배당 경과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다.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
통주는 모든 측면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와 동등하다(상 기에서 언급된 사
항 및 기준일이 해당 전환일 이전인 권리,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그 밖의 권
리는 제외함). “배당발생기간”이란 회 사의 해당 회계연도 말에 끝나는 1년의 기간을 의미
한다.
3. 전환비율의 조정
가. (ㄱ) 조정: 만약 회사가 보통주의 분배, 분할, 자본금의 감소, 발행된 보통주를 더 작은
수의 보통주로 병합, 보통주를 회사의 다른 증권으로 재 분류, 보통주에 대한 배당 결의, 보
통주의 주주(이하 “주주”)에게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인
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 발행, 제안하거나, 회사의 부채, 자본
금에 대한 주식, 자산(현금 배당은 제외),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
는 권리 또는 신주인수권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키
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또는 해당 기준일) 또
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환비율에 대한 기타 조정에 영향을 미침 없이 전환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C종 주식의 주주가 제6항 (3)호 가.목에 따른 조정이 발효된 후 발생하는 관련 전
환일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C종 주식이 전환되었다면(또는 만약 회사가 해
당 사유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정
하기 위하여 기준일 직전에 사 전 기준일(이하에서 정의됨)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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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받을 수 있었던 보통주 또는 회사의 기타 증권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 또는 기타 증권을
받을 권리를 부여 받거나,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사유 발생 후 받
을 수 있었던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단,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에 대하여 전환비율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조정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C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C종 주식의 발행일 직후에 C종
주식 전부를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주들에게 동일한 지위를 주는
데 필요한 권리를 부여한다.
(ㄴ) 회사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가격으로 보통주를 발행하거나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내재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 교환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이하 본조에 한하여 해당 발행을 “발행”),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CP2 = CP1* (A + B) ÷ (A + C). 상기 수식에 있어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CP2”는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CP1”은 발행 직전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A”는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의 발행 직전 기 발행 보통주식(발행
직전에 당시 존재하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우선주식 포함)의 전환 또는
교환시 발행되는 모든 보통주식)의 수를 의미한다.
“B”는 CP1에 상응하는 주당 가격으로 보통주식을 발행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
이는 총 발행가액을 발행 직전의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C”는 금번 발행되는 보통주의 수 또는 발행된 증권에 내포되어 있는 보통주의 수를 의미한
다.
나. 조정의 효력발생일: 제6항 (3)호 가.목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상기 제 6항 (3)호 가.목
에서 언급된 관련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기준일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행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및 해
당 사유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결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한 다음 이를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조정은 관련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즉시 해당 기준 일 직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합병 등의 효과.: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가 귀사에
합병되는 경우(회사가 존속회사이거나 보통주의 재분류, 전환, 교환 또는 취소의 결과를 발생
시키지 않는 합병은 제외함) 또는 회사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물 또는 자산을 매
도, 이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는 자 또는 회사의 해당 소유물 또는 자
산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자는 C종 주식의 주주에게 C종 주식을 표창하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
하고 각 C종 주식의 주주들이 전환 기간 동안 해당 C종 주식을 해당 합병, 매도, 이전 또는
임대 직전에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보통주의 수만큼 주식 및 그 밖의 증권, 현금, 수령 가능한
소유물로 전환 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라. 기준일: 제6항의 목적을 위한 “기준일”이라 함은 주주의 배당권 또는 그 밖의 분배 받
을 권리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C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전환된 보통주의 유효성: 회사는 C종 주식을 전환하여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된 보통주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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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신주인수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언
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전환, 교환,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C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데 요구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수만큼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식을 유보하여야 하며,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
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C 종 주식의 전환으로 전환된
보통주의 교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전환으로 인도된 모든 전환된 보통
주가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자의무가 없는 상태로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주식인수권에 관한 사항
C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회사가 수시로 발행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 증권에 대해 지분비
율만큼(보통주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전부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예정된 발행 또는 매도에 대한 중요 조건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적
절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예정된 지분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무상으로 이루
어지는 형태(무상증자)인 경우에는, C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보통주를 대신하여 C종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2019 년 11 월 13 일 변경
2019 년 11 월 26 일 등기
제4종전환우선주식
① 의결권에 관한 사항
D종 전환우선주식(이하 “D종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D종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D종 소유 주주들의 동의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D종 주식 발행총수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는 D종 주식의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② 우선권에 관한 사항
D종 주식은 배당 지급,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과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 이하에서 설명
되는 바와 같이, C종 주식과 동일한 순위를 갖고, 모든 A종 주식, 모든 B종 주식, 모든 보통
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A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A 종(제1종) 전환우선주식
을 의미한다.
“B종 주식” 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B종(제2종) 전환우선주식
을 의미한다.
“C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C종(제3종) 전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③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기준일 당시 D종 주
식의 각 주주에 대하여 비누적적, 참가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이승건(이하 “지배
주주”)을 한 쪽 당사자, D종 주식의 인수인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 상기 제2항(우선권에
관한 사 항)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가지는 D(제4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 계약 (이하 본
조의 목적상 “D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라,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D 종 주식의 주주는
D종 주식의 발행가액(이하 본조에 한하여 “발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배당으
로 지급받는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D종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
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2. 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에 등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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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D종 주식의 각 주주는 해당 배당기준일 바로 직전에 D종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
을 것을 가정하여, 보통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전환된 주식 수에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주식(보통주식)을 배당 받는다.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결의하고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위하여, 각각의 D종 주식의
주주는 해당 주주가 D종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D종 주
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청산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경우에, 각각의 D종 주식의 주주들은, C종 주식의 주주들과 동일
한 순위로, A종 주식, B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자산이 분배 또는 지급되기 이
전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D종 주식 수에 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
을 전액 받을 권리가 있다.
2. 만약 회사의 자산으로 C종 주식의 주주 및 D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우선적 잔여재산분배
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C종 주식의 주주 및 D종 주식의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각
각의 C종 주식 및 D종 주식의 총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3. 만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모든 C종 주식의 주주 및 모든 D종 주식의 주주에게 전
액 지급 된 경우에는, A종 주식, B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의 남은 잔여재산을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우선권(그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후, C종 주식
의 주주 및 D종 주식의 주주들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A종 주식, B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
과 잔여재산을 동일한 분배율로 분배 받아야 한다.
4. D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회사의 청산, 해산 시점에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 및 미지급된 D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은 각각의 D종 주식의 주
주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무담보 채무를 구성하게 되고, 해당 주주들은 회사의 다른 무
담보채권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D종 주식에 대하여 결의 및 미지급된 현금 배당만큼 회사의 분
배금을 분배 받는다.
⑤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전환비율
가. 전환기간. D종 주식의 주주의 D종 주식을 보통주(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된 보통주”
)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하 본조에서 “전환권”이라 한다.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에 따라, D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은 주주의 선택에 따라 D종 주식의 발행일 이후 즉시부터
(전환을 위해 D종 주식이 보관된 곳에서)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나. 전환비율. 이하의 제6항 (3)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D종
주식의 전환으로 하나의 전환된 보통주가 발행된다(전환 일(이하에서 정의됨)에 유효한 “전
환비율”).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각 전환된 보통주는 D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D종 주
식의 발행가액과 동 일한 가격으로 발행되며(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가격”), 이하의 제6
항 (3)호에서 정하는 전환비율의 조정과 반대되는 방식의 조정에 따른다.
만약 D종 주식 1주 이상이 동일 주주에 의해 동시에 전환되고 해당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가 동일인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의 수는 전환된 D종
주식의 총 전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는 발행되
지 않으며, 회사는 앞서 언급한 발행되지 않은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에 상응하는, 전환에 적
용된 전환가격의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절차
가. D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D종 주식의 주주는 자신의 비용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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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업무 시간 내에(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회사의 사무실에 전환통지(이하 본조에 한하
여 “전환통지”)를 청구일(이하에서 정의됨) 및 전환될 D종 주식의 수를 포함하여 적용 양식
에 따라 2통을 작성해서 해당 D종 주식의 주권의 교부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회사는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발행 및 그 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
든 비용을 지급한다. 상기의 절차를 전부 준수하여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된 관련 전환통지(2
통) 상의 날짜는 해당 D종 주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이라 하며, 본 발행조건에서 D종 주식
에 부여된 전환권이 행사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기 이내여야 한다. 전환은 해당 D종 주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의 정상 업무시간(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
로 간주되며, 본 발행조건에서 해당 D종 주식에 적용되는 “전환일”에 해당한다. 청구된 전
환통지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철회될 수 없다.
나. 전환일로부터,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D종 주식의 주주를 해당 전환으로 D종 주식의 주주
에게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 간주한다(이하에서 언급되는, 소급적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전환비율의 소급적 조정과 무관함). 그 후에,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
에서 부과된 관련 제한 하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환일로부터 5역일 내에 (i) 당시의 명의개서 대리
인의 대한민국 서울의 지정된 사무실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 기재된 자들에게 순서대로 D종 주
식의 전환 주주들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는 해당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나
, 대한민국 법률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
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를 함께 해당 전
환 통지에 기재된 다른 자들에게 교부하거나, (ii)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을 회
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된 보통주의 해당 주주로 등록하고,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전환통지에서 D종 주식의 전환 주주가 지정한 수탁회사의 계
좌에 전환된 보통주를,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산, 현금(제6항 (1)호
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제3항 또는 하기의 제6항 (3)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전환일이 속하
는 배당발생기간(이하에서 정의됨)과 관련하여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배당 또는 D종 주식에 대한 배당은 해당 배당발생기간의 개시 직전에 전환이 이루어짐
을 기준으로 배당 경과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다.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
통주는 모든 측면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와 동등하다(상기에서 언급된 사항
및 기준일이 해당 전환일 이전인 권리,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그 밖의 권리
는 제외함). “배당발생기간”이란 회사의 해당 회계연도 말에 끝나는 1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
3. 전환비율의 조정
가. (ㄱ) 조정: 만약 회사가 보통주의 분배, 분할, 자본금의 감소, 발행된 보통주를 더 작은
수의 보통주로 병합, 보통주를 회사의 다른 증권으로 재 분류, 보통주에 대한 배당 결의, 보
통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 발행, 제안하거나, 회사의 부채, 자본금에 대한 주식
, 자산(현금 배당은 제외),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
주인수권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발생
시키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또는 해당 기준일) 또는 그 이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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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전환비율에 대한 기타 조정에 영향을 미침 없이 전환비율을 적절하게 조정 하여, D종
주식의 주주가 제6항 (3)호 가.목에 따른 조정이 발효된 후 발생하는 관련 전환일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D종 주식이 전환되었다면(또는 만약 회사가 해당 사유와 관련
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기
준일 직전에 사전 기준일(이하에서 정의됨)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었
던 보통주 또는 회사의 기타 증권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 또는 기타 증권을 받을 권리를 부여
받거나,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었던 부채
,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단,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에 대하여 전환비율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회사는 D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D종 주식의 발행일 직후에 D종 주식 전부를 전환
된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주들에게 동일한 지위를 주는 데 필요한 권리를
부여한다.
(ㄴ) 회사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가격으로 보통주를 발행하거나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내재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 교환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이하 본조에 한하여 해당 발행을 “발행”),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CP2 = CP1* (A + B) ÷ (A + C). 상기 수식에 있어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CP2”는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CP1”은 발행 직전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A”는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의 발행 직전 기 발행 보통주식(발행
직전에 당시 존재하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우선주식 포함)의 전환 또는
교환시 발행되는 모든 보통주 식)의 수를 의미한다.
“B”는 CP1에 상응하는 주당 가격으로 보통주식을 발행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
이는 총 발행가액을 발행 직전의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C”는 금번 발행되는 보통주의 수 또는 발행된 증권에 내포되어 있는 보통주의 수를 의미한
다.
나. 조정의 효력발생일: 제6항 (3)호 가.목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상기 제 6항 (3)호 가.목
에서 언급된 관련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기준일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행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및 해
당 사유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결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한 다음 이를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은 관련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즉시 해당 기준일 직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합병 등의 효과: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가 귀사에 합
병되는 경우(회사가 존속회사이거나 보통주의 재분류, 전환, 교환 또는 취소의 결과를 발생시
키지 않는 합병은 제외함) 또는 회사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물 또는 자산을 매도
, 이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는 자 또는 회사의 해당 소유물 또는 자산
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자는 D종 주식의 주주에게 D종 주식을 표창하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하
고 각 D종 주식의 주주들이 전환 기간 동안 해당 D종 주식을 해당 합병, 매도, 이전 또는 임
대 직전에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보통주의 수만큼 주식 및 그 밖의 증권, 현금, 수령 가능한
소유물로 전환 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라. 기준일: 제6항의 목적을 위한 “기준일”이라 함은 주주의 배당권 또는 그 밖의 분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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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리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D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전환된 보통주의 유효성: 회사는 D종 주식을 전환하여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된 보통주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신주인수권 또는 그 밖 의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언
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전환, 교환,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D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데 요구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수만큼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식을 유보하여야 하며,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
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C 종 주식의 전환으로 전환된
보통주의 교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전환으로 인도된 모든 전환된 보통
주가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자의무가 없는 상태로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주식인수권에 관한 사항
D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회사가 수시로 발행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 증권에 대해 지분비
율만큼(보통주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전부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예정된 발행 또는 매도에 대한 중요 조건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적
절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예정된 지분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무상으로 이루
어지는 형태(무상증자)인 경우에는, D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보통주를 대신하여 D종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2019 년 11 월 13 일 변경
2019 년 11 월 26 일 등기
제5종전환우선주식
① 의결권에 관한 사항
E종 전환우선주식(이하 “E종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E 종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E종 소유 주주들의 동의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E종 주식 발행총수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는 E종 주식의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② 우선권에 관한 사항
E종 주식은 배당 지급,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과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 이하에서 설명
되는 바와 같이, 모든 A종 주식, 모든 B종 주식, 모든 C종 주식, 모든 D종 주식 및 모든 보통
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A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A 종(제1종) 전환우선주식
을 의미한다.
“B종 주식” 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B종(제2종) 전환우선주식
을 의미한다.
“C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C종(제3종) 전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D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D종(제4종) 우선주식을 의
미한다.
③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기준일 당시 E종 주
식의 각 주주에 대하여 비누적적, 참가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이승건(이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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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을 한 쪽 당사자, E종 주식의 인수인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 상기 제2항(우선권에
관한 사 항)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가지는 E(제5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 계약(이하 본 조
의 목적상 “E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E종 주식의 주주는 E
종 주식의 발행가액(이하 본조에 한하여 “발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배당으로
지급받는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E종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2. 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E종 주식의 각 주주는 해당 배당기준일 바로 직전에 E종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
을 것을 가정하여, 보통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전환된 주식 수에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주식(보통주식)을 배당 받는다.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결의하고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위하여, 각각의 E종 주식의
주주는 해당 주주가 E종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E종 주
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청산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경우에, 각각의 E종 주식의 주주들은 A종 주식, B종 주식, C종 주
식, D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자산이 분배 또는 지급되기 이전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E종 주식 수에 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전액 받을 권리
가 있다.
2. 만약 회사의 자산으로 E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우선적 잔여재산분배를 지급하기에 부족
한 경우에는, E종 주식의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각각의 E종 주식의 총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3. 만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모든 E종 주식의 주주에게 전액 지급된 경우에는, A종
주식, B종 주식, C종 주식, D종 주식, 보통주의 주주들은 회사의 남은 잔여재산을 그들 각자
의 권리 및 우선권(그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후, E종
주식의 주주들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A종 주식, B종 주식, C종 주식, D종 주식 및 보통주의
주주들과 잔여재산을 동일한 분배율로 분배 받아야 한다.
4. E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회사의 청산, 해산 시점에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 및 미지급된 E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은 각각의 E종 주식의 주
주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무담보 채무를 구성하게 되고, 해당 주주들은 회사의 다른 무
담보채권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E종 주식에 대하여 결의 및 미지급된 현금 배당만큼 회사의 분
배금을 분배 받는다.
⑤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전환비율
가. 전환기간. E종 주식의 주주의 E종 주식을 보통주(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된 보통주”
)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하 본조에서 “전환권”이라 한다.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에 따라, E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은 주주의 선택에 따라 E종 주식 발행일의 익일(당일 포함
)부터 발행일로부터 10주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까지 행사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전환되
지 않은 E종 주식은 위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보통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나. 전환비율. 이하의 제6항 (3)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E종
주식의 전환으로 하나의 전환된 보통주가 발행된다(전환일(이하에서 정의됨)에 유효한 “전
환비율”).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각 전환된 보통주는 E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E종 주
식의 발행가액과 동 일한 가격으로 발행되며(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가격”), 이하의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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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3)호에서 정하는 전환비율의 조정과 반대되는 방식의 조정에 따른다.
만약 E종 주식 1주 이상이 동일 주주에 의해 동시에 전환되고 해당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가 동일인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의 수는 전환된 E종
주식의 총 전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전환으로 인하여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단주)는
발행되지 않으며, 회사는 앞서 언급한 발행되지 않은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에 상응하는, 전
환에 적용된 전환가격의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절차
가. E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E종 주식의 주주 는 자신의 비용으로 정
상 업무 시간 내에(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회사의 사무실에 전환통지(이하 본조에 한하
여 “전환통지”)를 청구일(이하에서 정의됨) 및 전환될 E종 주식의 수를 포함하여 적용 양식
에 따라 2통을 작성해서 해당 E종 주식의 주권의 교부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
회사는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발행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상기의 절차를 전부 준수하여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된 관련 전환통지(2통
) 상의 날짜는 해당 E종 주 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이라 하며, 본 발행조건에서 E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이 행사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기 이내여야 한다. 전환은 해당 E종 주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의 정상 업무시간(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본 발행조건에서 해당 E종 주식에 적용되는 “전환일”에 해당한다. 청구된 전환
통지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철회될 수 없다.
나. 전환일로부터,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E종 주식의 주주를 해당 전환으로 E종 주식의 주주
에게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 간주한다(이하에서 언급되는, 소급적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전환비율의 소급적 조정과 무관함). 그 후에,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
에서 부과된 관련 제한 하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환일로부터 5일 내에 (i) 당시의 명의개서 대리인
의 대한민국 서울의 지정된 사무실에서 해당 전환 통지에 기재된 자들에게 순서대로 E종 주식
의 전환 주주들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는 해당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
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를 함께 해당 전환
통지에 기재된 다른 자들에게 교부하거나, (ii)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을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된 보통주의 해당 주주로 등록하고,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전환통지에서 E종 주식의 전환 주주가 지정한 수탁회사의 계좌
에 전환된 보통주를,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
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제3항 또는 하기의 제6항 (3)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전환일이 속하
는 배당발생기간(이하에서 정의됨)과 관련하여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배당 또는 E종 주식에 대한 배당은 해당 배당발생기간의 개시 직전에 전환이 이루어짐
을 기준으로 배당발생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다.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
주는 모든 측면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와 동등하다(상 기에서 언급된 사항
및 기준일이 해당 전환일 이전인 권리,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그 밖의 권리
는 제외함). “배당발생기간”이란 회사의 해당 회계연도 말에 끝나는 1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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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비율의 조정
가. (ㄱ) 조정: 만약 회사가 보통주의 분배, 분할, 자본금의 감소, 발행된 보통주를 더 작은
수의 보통주로 병합, 보통주를 회사의 다른 증권으로 재 분류, 보통주에 대한 배당 결의, 보
통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 발행, 제안하거나, 회사의 부채, 자본금에 대한 주식
, 자산(현금 배당은 제외),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
주인수권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발생
시키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또는 해당 기준일) 또는 그 이후에 이
루어진 전환비율에 대한 기타 조정에 영향을 미침 없이 전환비율을 적절하게 조정 하여, E종
주식의 주주가 제6항 (3)호 가.목에 따른 조정이 발효된 후 발생하는 관련 전환일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E종 주식이 전환되었다면(또는 만약 회사가 해당 사유와 관련
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기
준일 직전에 사 전 기준일(이하에서 정의됨)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
었던 보통주 또는 회사의 기타 증권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 또는 기타 증권을 받을 권리를 부
여 받거나,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와 관련하여 해 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었던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단, 제
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에 대하여 전환비율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E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E종 주식의 발행일 직후에 E종 주식 전부를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주들에게 동일한 지위를 주는 데 필요한 권
리를 부여한다.
(ㄴ) 회사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가격으로 보통주를 발 행하거나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내재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 교환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이하 본조에 한하여 해당 발행을 “발행”),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CP2 = CP1* (A + B) ÷ (A + C).
상기 수식에 있어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CP2”는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CP1”은 발행 직전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A”는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의 발행 직전 기 발행 보통주식(발행
직전에 당시 존재하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우선주식 포함)의 전환 또는
교환시 발행되는 모든 보통주 식)의 수를 의미한다.
“B”는 CP1에 상응하는 주당 가격으로 보통주식이 발행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
이는 총 발행가액을 발행 직전의 전환가격으로 나 누어 산정한다)
“C”는 금번 발행되는 보통주의 수 또는 발행된 증권에 내포되어 있는 보통주의 수를 의미한
다.
나. 조정의 효력발생일: 제6항 (3)호 가.목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상기 제 6항 (3)호 가.목
에서 언급된 관련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기준일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법률적으로 이행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및 해
당 사유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를 결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한 다음 이를 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은 관련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즉시 해당 기준일 직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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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병 등의 효과: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되거나 다른 회사가 회사에 합
병되는 경우(회사가 존속회사이거나 보통주의 재분류, 전환, 교환 또는 취소의 결과를 발생시
키지 않는 합병은 제외함) 또는 회사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물 또는 자산을 매도
, 이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는 자 또는 회사의 해당 소유물 또는 자산
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자는 E종 주식의 주주에게 E종 주식을 표창하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하
고 각 E종 주식의 주주들이 전환 기간 동안 해당 E종 주식을 해당 합병, 매도, 이전 또는 임
대 직전에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보통주의 수만큼 주식 및 그 밖의 증권, 현금, 수령 가능한
소유물로 전환 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라. 기준일: 제6항의 목적을 위한 “기준일”이라 함은 주주의 배당권 또는 그 밖의 분배 받
을 권리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마. 조정통지. 조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E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전환된 보통주의 유효성: 회사는 E종 주식을 전환하여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된 보통주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신주인수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언
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전환, 교환,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E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데 요구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수만큼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식을 유보하여야 하며,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
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E종 주식의 전환으로 전환된 보
통주의 교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전환으로 인도된 모든 전환된 보통주
가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자의무가 없는 상태로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식인수권에 관한 사항
E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회사가 수시로 발행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 증권에 대해 지분비
율만큼(보통주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전부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예정된 발 행 또는 매도에 대한 중요 조건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적
절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예정된 지분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무상으로 이루
어지는 형태(무상증자)인 경우에는, E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보통주를 대신하여 E종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2019 년 11 월 13 일 변경
2019 년 11 월 26 일 등기
제6종전환우선주식
① 의결권에 관한 사항
F종 전환우선주식(이하 “F종 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F종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F종 주식 소유 주주들의
동의 또는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본 조에 따른 우선권 및 기타 권리의 포기, 변경 등 포함)에
대해서는 F종 주식 발행총수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는 F종 주식의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
이 필요하다(단, 본 조에 따른 우선권, 기타 권리 및 조항에 관한 포기, 변경, 동의로 어떠한
F종 주식 소유 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해당 F종 주식 소유 주주의 동의가 있어
야 함).
② 우선권에 관한 사항
F종 주식은 배당 지급,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과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 이하에서 설명
되는 바와 같이, 모든 A종 주식, 모든 B종 주식, 모든 C종 주식, 모든 D종 주식, 모든 E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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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모든 보통주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A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A 종(제1종) 전환우선주식
을 의미한다.
“B종 주식” 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B종(제2종) 전환우선주식
을 의미한다.
“C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C종(제3종) 전환우선주식을
의미한다.
“D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D종(제4종) 우선주식을 의
미한다.
“E종 주식”이란 액면가 200원이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회사의 E종(제5종) 우선주식을 의
미한다.
③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배당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기준일 당시 F종 주
식의 각 주주에 대하여 비누적적, 참가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와 이승건(이하 “지배
주주”)을 한 쪽 당사자, F종 주식의 인수인들을 다른 당사자로 하여, 상기 제2항(우선권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을 가지는 F종 (제6종)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 계약(이하 본
조의 목적상 “F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F종 주식의 주주는
F종 주식의 발행가액(이하 본조에 한하여 “발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배당으
로 지급받는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F종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
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2. 회사가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준일에 등록되어
있는 F종 주식의 각 주주는 해당 배당기준일 바로 직전에 보유 중인 F종 주식을 보통주로 전
환하였을 것을 가정하여, 보통주 1주당 주식배당을 전환된 보통주(제6항 (1)호 가.목에서 정
의됨) 수에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주식(보통주식)을 배당 받는다.
3. 회사가 발행주식에 대하여 결의하고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위하여, 각각의 F종 주식의 주주
는 해당 주주가 F종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F종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청산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경우에, 각각의 F종 주식의 주주들은 회사의 자산이 A종 주식, B
종 주식, C종 주식, D종 주식, E종 주식 및 보통주의 주주들에게 분배 또는 지급되거나 분배
또는 지급을 위해 분리되기 이전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F종 주식 수에 주당 발행가
액을 곱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권리(이하 본조에 한해 “잔여재
산분배 우선권”)가 있다.
2. 만약 회사의 자산으로 F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우선적 잔여재산분배를 지급하기에 부족
한 경우에는, F종 주식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각 주주가 보유한 F종 주식의 총 잔여재
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3. 만약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에 따라 F종 주식의 주주 전원에게 전액 지급된 경우, A종 주식
, B종 주식, C종 주식, D종 주식, E종 주식 및 보통주의 주주들은 회사의 잔여재산을 그들 각
자의 권리 및 우선권(그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후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F종 주식의 주주들은 A종 주식, B종 주식, C종 주식, D종 주식, E종
주식 및 보통주의 주주들과 잔여재산을 동일한 분배율로 분배 받아야 한다.
4.F종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회사의 청산, 해산 등의 시점에 미지급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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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의 및 미지급된 F종 주식에 대한 해당 현금 배당은 각각의 F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무담보 채무를 구성하게 되고, 해당 주주들은 F종 주식에
대하여 결의 및 미지급된 현금 배당만큼 회사의 분배금을 회사의 다른 무담보채권자들과 동
일한 비율로 분배 받는다.
⑤ 전환에 관한 사항
1.전환기간; 전환비율
가. 전환기간. F종 주식의 주주의 F종 주식을 보통주(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된 보통주”
)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이하 본조에서 “전환권”이라 한다. 제6항의 규정 및 이를 준수
함에 따라, F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은 주주의 선택에 따라 F종 주식 발행일의 익일(당일 포
함)부터 발행일로부터 10주년이 되는 날(당일 포함)까지의 기간(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기
간”) 동안 행사될 수 있고, 전환기간 내에 전환되지 않은 F종 주식은 위 기간이 만료하는 시
점에 보통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나. 전환비율. 이하의 제6항 (3)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F종
주식의 전환으로 하나의 전환된 보통주가 발행된다(전환일(이하에서 정의됨)에 유효한 “전
환비율”). F종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된 각 전환된 보통주는 F종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F종 주
식의 주당 발행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발행되며(이하 본조에 한하여 “전환가격”), 이하의
제6항 (3)호에서 정하는 전환비율의 조정과 반대되는 방식의 조정에 따른다.
만약 F종 주식 1주 이상이 동일 주주에 의해 동시에 전환되고 해당 전환으로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가 동일인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의 수는 전환되
는 F종 주식의 총 전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전환 시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단주)는 발
행되지 않으며, 회사는 앞서 언급한 발행되지 않은 전환된 보통주의 일부에 상응하는, 전환에
적용된 전환가격 중 해당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환절차
가. F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F종 주식의 주주는 자신의 비용으로 정
상 업무시간 내에(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회사의 사무실에 청구일(이하에서 정의됨) 및
전환될 F종 주식의 수를 포함하여 적용 양식에 따라 2통을 작성한 전환통지(이하 본조에 한
하여 “전환통지”)를 해당 F종 주식의 주권의 교부와 함께 제출하여 청구해야 한다.
회사는 F종 주식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발행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상기의 절차를 전부 준수하여 회사의 사무실에 관련 전환통지(2통)가
도달한 날의 날짜는 해당 F종 주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이라 하며, 본 발행조건에서 F종
주식에 부여된 전환권이 행사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기 이내여야 한다. 전환은 해당 F종 주
식에 적용되는 청구일의 정상 업무시간(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본 발행조건에서 해당 F종 주식에 적용되는 “전환일”에 해당한다. 청구된
전환통지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철회될 수 없다.
나. 전환일로부터, 회사는 전환을 청구한 F종 주식의 주주를 해당 전환으로 인해 F종 주식의
주주에게 발행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로 간주한다(이하에서 언급되는, 소급적 조정의 효
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전환비율의 소급적 조정과 무관함). 그 이후에, 회사는 직접 또는 회사
의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에서 부과된 관련 제한 하에서, 해당
전환통지에서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환일로부터 5일 내에 (i) 당시의
명의개서 대리인의 대한민국 서울의 지정된 사무실에서 해당 전환통지에 기재된 자에게 순서
대로 전환을 청구한 F종 주식의 주주들의 이름으로 등록된 해당 전환된 보통주의 주권을 교부
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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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자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주식 이전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해
당 주권을 전환통지에 기재된 다른 자에게 교부하거나, (ii) 한국예탁결제원(또는 그 후속 조
직)을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된 보통주의 해당 주주로 등록하고, 한국예탁결
제원(또는 그 후속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전환통지에서 전환을 청구한 F종 주식의 주주가 지
정한 수탁회사의 계좌에 전환된 보통주를 전환 및 양도시 교부가 요구되는 기타 증권, 자산,
현금(제6항 (1)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현금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및 주식 이전
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존재하는 경우)와 함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상기의 제3항 또는 하기의 제6항 (3)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전환일이 속하
는 배당발생기간(이하에서 정의됨)과 관련하여 F종 주식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전환된 보통
주에 대한 배당 또는 F종 주식에 대한 배당은 해당 배당발생기간의 개시 직전에 전환이 이루
어졌음을 기준으로 배당발생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된다. F종 주식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전환된 보통주는 모든 측면에서 해당 전환일에 발행되어 있는 보통주와 동등하다(상기에서
언급된 사항 및 기준일이 해당 전환일 이전인 권리, 관련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그 밖의 권리는 제외함). “배당발생기간”이란 회사의 해당 회계연도 말에 끝나는 1년의 기
간을 의미한다.
3. 전환비율의 조정
가. (ㄱ) 조정: 만약 회사가 보통주의 분배, 분할, 자본금의 감소, 발행된 보통주를 더 적은
수의 보통주로 병합, 보통주를 회사의 다른 증권으로 재분류, 보통주에 대한 배당 결의, 보
통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 발행, 제안하거나, 회사의 부채, 자본금에 대한 주식
, 자산(현금 배당은 제외), 회사의 주식 또는 증권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
주인수권을 회사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발생
시키는 거래 기타 사유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또는 해당 기준일) 또는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전환비율에 대한 기타 조정에 영향을 미침 없이, 전환비율을 적절하
게 조정하여, F종 주식의 주주가 제6항 (3)호 가.목에 따른 조정이 발효된 후 발생하는 관련
전환일에,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F종 주식이 전환되었다면
(또는 만약 회사가 해당 사유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
가를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사전 기준일(이하에서 정의됨)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기준일
직전에)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권리가 있거나 보유할 수 있었던 보통주 및/또는 회사의 기
타 증권과 동일한 수의 보통주 및/또는 기타 증권을 받을 권리를 부여 받거나, 제6항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사유 발생 후 받을 수 있었던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기
타 해당 사유와 관련된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를 받을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단, 제6항 (
3)호 가.목의 상기 사유에 대하여 전환비율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F종 주식의 주주들에게 해당 주주들이 F종 주식의 발행일 익일에 F종 주식
전부를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와 동일한 지위를 주는 데 필요한 권리를 부여한다.
(ㄴ) 회사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보통주 1주당 가격으로 보통주를 발행하거나 전환가격보다 낮
은 보통주 1주당 내재된 가격으로 보통주로 전환, 교환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
는 경우에는(이하 본조에 한하여 해당 발행을 “발행”),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CP2 = CP1* (A + B) ÷ (A + C).
상기 수식에 있어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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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는 발행 직후의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CP1”은 발행 직전 전환가격을 의미한다.
“A”는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의 발행 직전 기발행 보통주식{발행 직
전에 당시 존재하는 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권이 부착된 기발행 증권(우선주식 포함)의 전환
또는 교환 시 발행될 수 있는 모든 보통주식 포함}의 수를 의미한다.
“B”는 CP1에 상응하는 주당 가격으로 보통주식이 발행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
이는 총 발행가액을 발행 직전의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C”는 금번 발행되는 보통주의 수 또는 발행된 증권에 내포되어 있는 보통주의 수를 의미한
다.
나. 조정의 효력발생일: 제6항 (3)호 가.목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은 상기 제 6항 (3)호 가.목
에서 언급된 관련 사유가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또는 그에 대한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 기준일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단,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당 사유가 법률적으
로 이행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
고, 해당 사유와 관련하여 보통주, 기타 증권, 부채, 자산, 권리 또는 관련 대가를 받을 주주
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한 다음 이를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은 관련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즉시 해당 기준일 직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합병 등의 효과: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합병되거나, 또는 다른 회
사가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회사가 존속회사이거나 기발행 보통주식의 재분류, 전환, 교환 또
는 취소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합병은 제외함) 또는 회사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물 또는 자산을 매도, 이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는 자 또는 회사의
해당 소유물 또는 자산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자는 F종 주식의 주주에게 F종 주식을 표창하
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하고, 각 F종 주식의 주주들이 전환 기간 동안 해당 F종 주식을 해당
합병, 매도, 이전 또는 임대 직전에 전환하였다면 보통주 주주로서 해당 사유로 인해 받았을
종류와 수량만큼 F종 주식을 주식 및 그 밖의 증권, 현금, 소유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라. 기준일: 제6항의 목적을 위한 “기준일”이라 함은 주주에 대한 배당 또는 그 밖의 분배
등 주주의 권리를 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의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마. 조정 통지. 조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F종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4. 전환된 보통주의 유효성: 회사는 F종 주식을 전환하여 전환된 보통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된 보통주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신주인수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부
터 자유롭게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전환된 보통주에 대한 전환, 교환
,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F종 주식의 전환으로 인해 발
행이 요구되는 전환된 보통주의 수만큼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식을 유보하여야 하며, 발행되지
않은 수권주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F 종 주식의 전환
으로 전환된 보통주의 교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전환으로 교부된 모든
전환된 보통주가 전액 납입되어 추가 출자의무가 없는 상태로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식인수권에 관한 사항
F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회사가 수시로 발행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 증권에 대해 지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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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만큼(보통주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전부 전환된 것으로 의제할 경우)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예정된 발행 또는 매도에 대한 중요 조건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적
절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예정된 지분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무상으로 이루
어지는 형태(무상증자)인 경우에는, F종 주식의 각 주주들은 보통주를 대신하여 F종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2019 년 11 월 13 일 변경
2019 년 11 월 26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상환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2014.8.12발행)
제 1 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별첨1에서는 본건 신주를 본건 우선주식으로 칭하기로 하며, 이하
같음)의 주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다만, 전
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상환전환우선주주의 승인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총수의 5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
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 2 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인
수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의 요청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본건 우선주식이 보통주
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을 배당한다.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 3 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
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2)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
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2014 년 08 월 12 일 변경
2014 년 08 월 12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6 년 04 월 08
일 등기
1. 상환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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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
식의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존속기간의
말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2) 전환방법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
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
한 날짜의 영업시간(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제1호의 날짜를 기
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5일 이내에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전환비율(전환가격)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이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보
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상환전환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한비율을 다
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인수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주당 인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으로 증가되는 자금에 대하여 예전 전환
가액 적용시 발행가능한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수]}
나.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보통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 :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 직전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이 비율에 따라 당해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과 동시에 조정된다. 단, 상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시에 같은 방식 및 비율로 병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이익잉여금으로부터의 현금배당 이외의 배당을 하는 경우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재원으로부터 현금배당을 하거나 자본금, 제3
자 발행의 주식 또는 증권, 회사 또는 제3자 발행의 채무증서, 자산(현금배당 제외), 옵션(신
주인수권, 주식관련 사채 기타 보통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이 가능한 증권 제외)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도 당시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보유하게 될 보통주식수에 의거
하여 같은 조건의 분배를 동시에 받는다.
라. 재분류의 경우 :
(주식배당 또는 주식의 분할, 병합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본조정 또는 주식재분류, 다른 회
사와의 합병(청산으로 취급되는 합병 또는 회사가 존속하고 기존 보통주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합병 제외), 중요한 자산의 양도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그러한 자본조정, 재
분류, 합병, 자산양도 후 동종 동수의 주식, 증권, 자산, 기타 그러한 자본조정, 재분류, 합
병, 자산양도 직전에 당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것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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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전환가격의 재조정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수
권주식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권자본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014 년 08 월 12 일 변경
2014 년 08 월 12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6 년 04 월 08
일 등기
1. 상환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제 5 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본
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진술 및 보장 또는 본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3. 투자금의 목적외 사용
4. 본건 우선주식 발행을 위한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2) 상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상환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각 우선주식의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자금을 분배하여 상환한다.
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 대한 회사의 진술보장 및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정당
한 사유 없는 기업공개 거부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 다음
날부터 상환청구서 발송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1%의 단리를 적용한 금액과, 상환청구서 발송
일 다음날부터 상환금액 완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의 상환통지일에 매일경제신문을 통하여
공고된 만기 90일의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보다 1% 높은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원
나.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을 정하여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
액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 다음날부터 상환청구서 발송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1%의 단리를 적
용한 금액과 상환비용의 합산액, 그리고 그 합산액에 대하여 발행일 다음날부터 주주와 회사
간 신주인수계약의 해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 10%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상환금액 완제일
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원
다. 그 밖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 및 그에 대하여 보유한 기간(발행일 포함) 동안
연 8%의 단리를 적용한 금액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원
(3) 상환청구기간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
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이다. 단, 본건 우선주주에 대한 회사의 진술보장 및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상장 거부, 주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중 과반수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합병, 중요한 자산 양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변동
,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인수가액의 목적외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본
다.
(4) 상환방법은 회사가 본건 우선주주로부터 상환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우
선주주에게 상환통지를 하되, 상환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환일을 정하여 이를 상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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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5) 상환하는 주식의 수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 6 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
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4 년 08 월 12 일 변경
2014 년 08 월 12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6 년 04 월 08
일 등기
1. 전환주식
전환우선주식의 내용(2014. 8. 12발행)
제 1 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우선주식(별첨2에서는 본건 신주를 본건 우선주식으로 칭하기로 하며, 이하 같
음)의 주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다만, 전환
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상법 제435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전환우선주주의 승인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우선주식 발행총수의 51
%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
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 2 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인
수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의 요청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본건 우선주식이 보통주
식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을 배당한다.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 3 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
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2)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
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2014 년 08 월 12 일 변경
2014 년 08 월 12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6 년 04 월 08
일 등기
1. 전환주식
전환우선주식의 내용
제 4 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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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
식의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존속기간의
말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2) 전환방법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
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
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
한 날짜의 영업시간(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제1호의 날짜를 기
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5일 이내에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전환비율(전환가격)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식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이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보
통주 1주로 한다. 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전환우선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한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인수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주당 인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으로 증가되는 자금에 대하여 예전 전환
가액 적용시 발행가능한 주식수]} / {[추가주식발행 직전 기발행 주식수] + [추가주식수]}
나.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보통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 :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 직전 전환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이 비율에 따라 당해 보
통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주식배당과 동시에 조정된다. 단, 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시
에 같은 방식 및 비율로 병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이익잉여금으로부터의 현금배당 이외의 배당을 하는 경우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재원으로부터 현금배당을 하거나 자본금, 제3
자 발행의 주식 또는 증권, 회사 또는 제3자 발행의 채무증서, 자산(현금배당 제외), 옵션(신
주인수권, 주식관련 사채 기타 보통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이 가능한 증권 제외)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도 당시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보유하게 될 보통주식수에 의거
하여 같은 조건의 분배를 동시에 받는다.
라. 재분류의 경우 :
(주식배당 또는 주식의 분할, 병합 이외의 사유에 따른) 자본조정 또는 주식재분류, 다른 회
사와의 합병(청산으로 취급되는 합병 또는 회사가 존속하고 기존 보통주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합병 제외), 중요한 자산의 양도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은 그러한 자본조정, 재
분류, 합병, 자산양도 후 동종 동수의 주식, 증권, 자산, 기타 그러한 자본조정, 재분류, 합
병, 자산양도 직전에 당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다면 받았을 것으로 전환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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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전환가격의 재조정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수
권주식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권자본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
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4 년 08 월 12 일 변경
2014 년 08 월 12 일 등기
2014 년 11 월 21 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6 년 04 월 08
일 등기
1.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재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017 년 11 월 20 일 변경
2017 년 11 월 22 일 등기
주 식 매 수 선 택 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
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
통주식으로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개선, 영업신장, 기술혁신에 기여하
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여계약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
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자의에 의해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
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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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014 년 11 월 07 일 설정
2014 년 11 월 11 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3 년 04 월 23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3 년 04 월 23 일 등기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19년 12월 23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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