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9.(중략)
<신설>
20. 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사업일절, 투자 및 기
타 도소매업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
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8.(중략)
<신설>

(이하동일)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3.(중략)
<신설>

(이하동일)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
채를 발행할 수 있다.
1.~3.(중략)
<신설>

(이하동일)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변경후 내용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9.(현행과 동일)
20.종합무역업
21. 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사업일절, 투자 및 기
타 도소매업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
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8.(현행과 동일)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기타 경영상의 목적을 위하여
투자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하 현행과 동일)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3.(현행과 동일)
4.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기타 경영상의 목적을 위하여 투자조
합, 기타법인 및 개인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
우
(이하 현행과 동일)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
채를 발행할 수 있다.
1.~3.(현행과 동일)
4.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기타 경영상의 목적을 위하여 투자조
합, 기타법인 및 개인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이하 현행과 동일)

변경의 목적

사업목적 추가

발행주식 총수 증가

자금조달방안 정비

발행한도 증가 및
자금조달방안 정비

발행한도 증가 및
자금조달방안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