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 위임장]

위  임  장

본인은 2023년 03월 30일(목) 오전 9시에 개최하는 에이치엘비글로벌(주)의 제61기 정기주주
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에이치엘비글로벌(주)가 지정하는 (고대원, 박세진)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 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제61기(2022.01.01. ~ 2022.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이사 선임의 건(2명)
제2-1호 사내이사 김광재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2-2호 사외이사 김명기 선임의 건(재선임)

제3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제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목 지시내용

                     주주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3년    월    일    시



[written power of attorney]

Power of Attorney
I designate either one of those (Dae-Won Ko or Se-Jin Park), following the order of HLB 
Global Co., Ltd. at the 61st regular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HLB Global Co., Ltd. 
held at 9:00 AM on March 30, 2023 (Thu.), as a proxy to exercise voting rights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s and cons.

- Following -

1. Shareholder Number : 

2. Number of Shares Owned :                                                         shares

3. Number of Shares with Voting Right :                                              shares

4. Number of Shares to be Delegatged:                                                shares

5. Purpose of Shareholder’s Meeting and Pros and Cons per Item

Num
ber

Purpose of shareholder’s meeting pros cons

No.1
Approval of the 61st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Jan 01, 2022. ~ Dec 31, 2022) 

No.2
Appointment of  
directors

No. 2-1 New appointment of inside director 
Kwang-Jae Kim
No. 2-2 Re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 
Myeong-Ki Kim

No.3 Change in Regulations for Executive Severance Pay

No.4 Approval of Director Remuneration Limit

No.5 Approval of Audit Remuneration Limit

6. Delegation of voting rights for the treatment of newly proposed agenda, changes and      
   amendments
- The proxy is delegated to exercise the voting right as it is reasonably judged that the 

shareholder's expression of intention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pros and cons 
indicated in item 5 above in the event that a new agenda or an amendment to each item is 
propose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 That being said, we will exercise our voting rights as instructed for matters explicitly 
instructed below, unless shareholders express their intentions prior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tem Instruction

  

               Shareholder’s name :                    (seal)

       Resident Registration Number(Company Registration Number) :                         

              Date and Time for Delegation : time, month date, 2023



[전자 위임장]

위  임  장

본인은 2023년 03월 30일(목) 오전 9시에 개최하는 에이치엘비글로벌(주)의 제61기 정기주주
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권유자 에이치엘비글로벌(주)가 지정하는 (고대원, 박세진)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있는 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기권

제1호 제61기(2022.01.01. ~ 2022.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이사 선임의 건(2명)
제2-1호 사내이사 김광재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2-2호 사외이사 김명기 선임의 건(재선임)

제3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제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대리인은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목 지시내용

                     주주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3년    월    일    시



[electric power of attorney]

Power of Attorney
I designate either one of those (Dae-Won Ko or Se-Jin Park), following the order of HLB 
Global Co., Ltd. at the 61st regular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HLB Global Co., Ltd. 
held at 9:00 AM on March 30, 2023 (Thu.), as a proxy and delegates to exercise voting 
rights according to the following expression of intention.

- Following -

1. Shareholder Number : 

2. Number of Shares Owned :                                                         shares

3. Number of Shares with Voting Right :                                              shares

4. Number of Shares to be Delegatged:                                                shares

5. Purpose of Shareholder’s Meeting and Pros and Cons per Item

Num
ber

Purpose of shareholder’s meeting pros cons abste
ntion

No.1
Approval of the 61st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Jan 01, 2022. ~ Dec 31, 2022) 

No.2
Appointment of  
directors

No. 2-1 New appointment of inside director 
Kwang-Jae Kim
No. 2-2 Re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 
Myeong-Ki Kim

No.3 Change in Regulations for Executive Severance Pay

No.4 Approval of Director Remuneration Limit

No.5 Approval of Audit Remuneration Limit

6. Delegation of voting rights for the treatment of newly proposed agenda, changes
   and amendments
- If a new agenda or an amendment to each item is propose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proxy will process the item as abstaining.
- That being said, we will exercise our voting rights as instructed for matters explicitly 

instructed below, unless shareholders express their intentions prior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tem Instruction

  

               Shareholder’s name :                    (seal)

       Resident Registration Number(Company Registration Number) :                         

              Date and Time for Delegation : time, month date,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