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정기총회 위임장 안내
< 안 내 >
아래와 같은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규약에 따라 금년 정기총회에 참석
하실 수 없는 조합원께서는 위임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총회
제14조(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의 1/3 이상의 (위임자 포함)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 후 결정한다.
3.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다.

위 내용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6조 제1항
1. 총회는 재적회원의 1/3 이상의(위임자 포함) 출석으로 개회한다.
☞ 현 조합원 253명(2020년 02월 17일 기준) 중 위임장 보내주신 조합원을
포함하여 85명 이상 출석 시, 총회를 개회합니다.
☞ 총회 개회를 위해 총회일시(02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늦게 도착 예정
이신 조합원께서도 위임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 후
결정한다.
☞ 총회장에 출석하신(위임장 제외) 회원의 1/2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다.
☞ 위임장을 제출하신(총회장에 출석하지 못한) 회원은 출석회원으로 인정하

지만, 의결권은 제외합니다.
※ 위임장 송부 안내
1. 제출방식
1) 첨부 위임장 양식 기재(위임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2) 위임장 스캔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사무국에 발송
3) 또는 사진촬영 후, 사무국장 휴대전화로 발송
4) 위임장 수령 후, 사무국에서 확인 연락드리겠습니다.
2. 위임인에 대한 안내
☞ 정기총회 위임장은 총회개회를 위해 정족수 체크를 위한 출석 위임입니다.
☞ 수임인(대리인)을 사무국장으로 일괄하여, 위임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함을 양해 바랍니다.
3. 위임장 제출 마감 : 2020년 02월 28일 오전 11시까지
☞ 위임장 수령 후, 사무국에서 확인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1) 팩스 : 02-332-7546
2) 이메일 : pgkkorea@pgk.or.kr PGK 사무국
3) 휴대전화 사진전송 : 010-6484-7545 PGK 사무국장 민규홍
4. 개인정보활용
☞ 위임장에 기재된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정기총회 출석 위임 용도로만 사용
하며, 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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