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1.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하태주 1968.06.04 사내이사 관계없음 이사회

김정돈 1954.01.01 사내이사 관계없음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하태주
㈜패커드코리아

대표이사

2021.01 ~ 현     재
2018.03 ~ 현     재
2015.02 ~ 2020.12
2003.08 ~ 2014.03
1995.11 ~ 2000.04

 現 ㈜패커드코리아 대표이사
 現 ㈜잉크테크 사내이사
 前 (유)대솔아이엔티 대표이사
 前 ㈜패커드코리아 대표이사
 前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없음

김정돈
미원홀딩스㈜

대표이사

2018.03 ~ 현     재
2017.03 ~ 현     재
2015.03 ~ 현     재
1999.10 ~ 2015.02

 現 ㈜동남합성 대표이사
 現 미원홀딩스㈜ 대표이사
 現 미원상사㈜ 사내이사
 前 미원상사㈜ 대표이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공정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하태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정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세부경력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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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용

하태주
㈜패커드코리아

대표이사

2021.01 ~ 현     재
2018.03 ~ 현     재
2015.02 ~ 2020.12
2003.08 ~ 2014.03
1995.11 ~ 2000.04

 現 ㈜패커드코리아 대표이사
 現 ㈜잉크테크 사내이사
 前 (유)대솔아이엔티 대표이사
 前 ㈜패커드코리아 대표이사
 前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없음

김정돈
미원홀딩스㈜

대표이사

2018.03 ~ 현     재
2017.03 ~ 현     재
2015.03 ~ 현     재
1999.10 ~ 2015.02

 現 ㈜동남합성 대표이사
 現 미원홀딩스㈜ 대표이사
 現 미원상사㈜ 사내이사
 前 미원상사㈜ 대표이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공정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하태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정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세부경력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붙임2]

1.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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