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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현대자동차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 공개

2019 년 3 월 22 일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이사 선임 및 특별 배당 제안
서신 원문은 http://www.acceleratehyundai.com 에서 확인 가능

홍콩 (2019년 2월 28일) – 엘리엇 계열 펀드의 투자 자문사인 엘리엇 어드바이저 홍콩(Elliott Advisors
(HK) Limited, 이하 “엘리엇”)은 오늘 현대자동차(005380:KS, 이하 “현대차” 혹은 “회사”로 약칭)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였다.
해당 서신을 통해, 엘리엇은 2019년 3월 22일 개최되는 현대자동차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될 주주제안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의안에는 현재 초과자본상태를 보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상화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서신은 엘리엇이 현대모비스 주식회사(012330:KS, 이하 “모비스”)의 모든 주주들에게 유사한
의안을 다루는 서신을 공개한 하루 이후 공개된 것이다.
두 서신 모두 http://www.acceleratehyundai.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 보낸 전체 서신 본문 이하 참조:
2019 년 2 월 28 일
현대자동차 주주 귀중:
저희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또는 “회사” 005380:KS)의 중요 주주로서 본 서신을
보냅니다. 현대자동차 지분에 더하여, 저희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012330 : KS)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000270 : KS), 이하 현대자동차와 더불어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총칭되는 법인의 중요 주주입니다.
어제 저희는 현대모비스 동료 주주들을 향한 서신을 통해, 2019 년 3 월 22 일 현대모비스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심의를 위해 저희가 제출한 주주제안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1 동
주주제안 사항은 현대모비스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 원인이 된 심각한 지배구조 및 대차대조표 관련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현대자동차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독립 주주 중 하나로서 위와 유사한 주주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본 서신을 공개합니다.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도 상당한 초과자본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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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주주에게 보낸 서신은 http://www.acceleratehyundai.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 및 책임 결여 문제로 주주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와 달리, 현대자동차는 주주환원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저희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는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초과자본 상태의 대차대조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 경영구조의 약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이사회 개편안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2019 년 3 월 22 일 현대자동차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출한 주주제안 사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긴박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서 저희가 현대모비스에 제출한
사안과도 유사합니다. 저희의 주주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주주제안 A (제 1-2-2 호 의안):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4.5 조 원, 즉 보통주 1 주당 21,967 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2018 년 현대자동차 재무제표 승인의 건. 승인이 될 경우, 주주들은
일회성으로 현대자동차 현 주가의 17%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주주제안 B (제 2-9 호 의안): 현대자동차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 및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

주주제안 C (제 3-1-4 호, 제 3-1-5 호 및 제 3-1-6 호 의안): 높은 전문성을 갖춘 3 명의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독립후보”).

-

주주제안 D (제 4-3 호, 제 4-4 호 및 제 4-5 호 의안): 사외이사 후보를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현대자동차 주주로서, 상기 의안에 대한 귀하의 지지는 우리 주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회사인
현대자동차의 경영구조 및 실적 향상이라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저희는 모든 주주들이 지배구조 개편 및 초과자본 상태의 대차대조표 정상화를 위해 제안된
상기 중요 의안들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경
현대자동차그룹이 구조개편 계획을 철회한 지 거의 1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 년간 저희는 다수의
동료 주주와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 주식의 지속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관리와
기업 경영구조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신속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수차례 개별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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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경영진의 적절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실적
부진(지난 5 년간 KOSPI 대비 61% 및 경쟁사 대비 43%)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주가치가 상당히
훼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업가치는 여전히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며, 시장에서는 KOSPI 대비
82%, 경쟁사 대비 46% 할인된 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 년간, 저희는 이사회와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는 광범위한 리서치와 전문가 분석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관계자들과의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의 지속적인 실적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중요 사안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그룹 주주에게 상당한 초과자본금을 환원해야 합니다. Conway
MacKenzie 독립 분석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경쟁사 대비
과도한 초과자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 년도 기준 14.3 조 원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의
순현금자산은 완성차 제조 경쟁업체 대비 8~10 조 원 높은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은 해당 자산을 논란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주주
및 시장의 불안과 불만을 야기해 왔습니다.

-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그룹 기업경영구조를 해외 모범 사례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다양성과 폭넓은 경험, 그리고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의 이사회에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와 동시에 보수위원회 및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이사회와 주주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현대자동차가 그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진 및 자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강한 바람이었지만, 그 노력은 최근에 들어서야 건설적인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이 교류를 통해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바라던 점이 성취되지는 못하였지만, 저희는 대차대조표와 지배구조 관련 문제
등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그룹의 잠재력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고 적절한 합의점에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2019 년 현대자동차 정기주주총회 안건
현대모비스와 이루어 온 협의와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저희는 현대자동차 경영진도 현 경영구조와
대차대조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자동차가 어제 발표한 내용은 주주 환원에 대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경영구조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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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사주 매입 계획 등 주주환원을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14.3 조 원의 순현금자산은 과도하며 이를 반드시 감축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향후 5 년간
45 조 원을 R&D 에 투자할 것을 발표하긴 했지만, 해당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과거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과거 현대자동차는 부실한 자본 관리로 인해 2018 년 기준 업계 최저
수준인 2.2%의 ROE 와 0.4x P/B 라는 참담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본수익률 측면에서의 기회 비용에 더하여, 현대자동차는 경영구조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제안한 사외이사 후보는 현시점에서의 이사회에 반드시
요구되는,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제안한 후보들은 금융 및 학계 인사들로써 기존 이사진들과의 경험 측면에서 상당히
중복됩니다. 나아가, 현대자동차는 실질적인 의미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수를 3 명으로 유지하며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수에 대한 이러한
자의적인 제한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모범사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현대자동차의 자본 및 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들이 보다 나은 대안을 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 배당금 지급에 관해 엘리엇이 제출한 의안은 주주들에게 회사의
초과자본금을 환원함으로써 주주들이 다시 수익 창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동시에, 엘리엇이 제안한 3 명의 후보들은 글로벌 업계에서의 다양한 이사회 경험을 통해 현대자동차
이사회 구조를 크게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된 3 명의 독립된 사외이사 후보들은 각각 각
업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비즈니스 리더입니다.
곧 다가오는 현대자동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을 채택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제안한 의안들이 현대자동차의
주주 신뢰를 회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주제안 상세 내역
이에 저희는 2019 년 3 월 22 일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현대자동차에 반드시 필요한 개편사항을
이행하고 이사회에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주제안 사항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주제안 A (제 1-2-2 호 의안): 배당 결의

현대자동차는 경쟁사 대비 과도한 초과자본 상태입니다. 초과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주주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며, 2018 년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업계 최저 수준인 2.2%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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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경영진은 유동성이 오직 대차대조표상의 여유 현금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2 회사가 비상 상황 대비 목적 및 운전자본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적립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잉여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수합병 기회 등을 위한다는 막연한 명목 하에 현금을 몇조 원씩 보유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상당히 미흡한 자본관리입니다. 또한 저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오늘날 주주들에게
초과자본을 환원하지 않으면서, 미래 주주환원을 위해 현대자동차가 수조 원의 현금을 비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향후
5 년간 45 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경영진의 로드맵이 과연 신중하게 계획되었는지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예상 비용이 막대한 규모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주주들은
현대자동차 측이 제시한 추상적이고 막연한 계획 이상의 구체적이고 신중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그룹의 핵심분야와 무관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등 과거 미흡했던 자본관리 실적을
볼 때, 이러한 투자가 과연 투입 자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줄지에 관하여도 저희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대자동차 주주들이 보통주에 대하여 배당금 4.5 조 원, 즉 보통주 1 주당 21,967 원으로
주가의 17%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2018 년 현대자동차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상기 제안된 배당 규모를 시행하더라도, 현대자동차는 재무제표상 현 초과자본의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업계 경쟁사 기준에 부합하는 순현금 자산 수준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그
잔여 현금자산과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과 합쳐, 향후 투자기회를 포착하는데 필요한 금액 이상의
유보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사주 취득 혹은 기타 다른 방식의 주주환원이 부재한 현황에서, 상기 저희의 제안 의안은
현대자동차의 대차대조표를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주제안 B (제 2 호 의안): 현대자동차 보수위원회 및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두 개의 새로운 이사회 내 위원회는 주주권리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저희는 현대자동차 정관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두 소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내외 기업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위원회이지만, 현대자동차의 현
지배구조에서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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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보수위원회는 이사의 경험 및 성과에 상응하며 국내외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수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사 보수위원회는 이사 보수를 시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사외이사가 그 보수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투명경영위원회는 이미 존재하기는 하나 아직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기업 가치 및 장기적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현대자동차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서, 주주들이 상기 두 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는 독립성 및 책임 보장을 위해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도 새로운 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C (제 3-1-4 호, 제 3-1-5 및 제 3-1-6 호 의안):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

풍부한 업계 경험 및 글로벌 이사회에서 활동한 경력을 보유한, 실질적인 의미의 독립된 사외이사가
현대자동차 주주권익을 대표해야 합니다.
저희는 관련 업계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 후보 3 명을 현대자동차에 추천하였습니다. 새로운 이사
선임은 현대자동차 이사회를 기존 9 명에서 11 명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사 후보는
실질적으로 모든 주주의 권익을 대표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이사진 후보로 저희가 추천하는 3 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A 참조):
-

Dr. John Liu(존 리우 박사): 뛰어난 엔지니어이자 글로벌 기술분야 경영인으로서 다국적
상장기업에서 경영 및 기타 풍부한 경험 보유

-

Randal (“Randy”) MacEwen(랜달 “랜디” 맥긴): 지속가능한 에너지분야의 경영인으로서의
경력 및 연료전지 기술 상품에 대한 열정과 풍부한 경험 보유

-

Margaret (“Peg”) Billson(마가렛 “페그” 빌슨): 산업 및 수송업계 대기업에서 30 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엔지니어 및 비즈니스 리더

저희는 현대자동차가 실질적인 의미의 사외이사 수를 3 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주주들은 주주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할 사외이사들을 공정하게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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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D (제 4-3 호, 제 4-4 호 및 제 4-5 호 의안): 사외이사 후보를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리더십은 경영진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향후
부실 경영 및 무책임한 투자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대자동차 감사위원회는 법적으로 이사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 및 이사의 의무 수행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 내부 위법 행위를 조사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편견 없이 투명한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충실한 독립적인
이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들께서도 저희가 추천하는 3 명의 사외이사 후보들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양하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하여 주주에 책임지는 최선의 기업 경영구조를 만들고,
재무제표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비함으로써, 현대자동차는 업계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주주
이익의 수호자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저희는 기업경영구조 및 적절한 자본관리와 관련하여 회사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의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자동차 내 기업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재무제표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제시된다면, 저희 또한 그에 맞춰 유연하게 저희의 제안을 수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대모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위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믿음입니다.
저희는 동료 주주들이 본 의안들을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의 제안사항 및 접근방식에 대한
더욱 상세한 논의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엇 어드바이저스 홍콩(Elliott Advisors (HK)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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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본 – 영어원본 참조]
별첨 A
엘리엇이 제안하는 사외이사 후보 이력사항
엘리엇의 독립 사외이사 후보:
Dr. John Liu(존 리우 박사)

존 리우 박사는 성공한 엔지니어 및 글로벌 기술 분야의 경영인으로서 다국적 상장기업에서 경영 및 기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지난 10 년 동안, 존 리우 박사는 완다그룹(Wanda Group)의 그룹 부회장 및 인터넷 기술사업
부문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치후 360 테크놀로지(Qihoo 360)의 최고 경영 임원(Chief Business
Officer) 및 구글 중국지역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디지털화, 자동화 및 사물인터넷(IoT) 발전, 그리고
미주,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 전략을 선도하였습니다.

•

리우 박사는 과거 중국 SK 텔레콤 중국 지역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였으며, 2007 년부터
2012 년까지 SK 의 주요 기업 및 정부 관계자와의 투자 및 합작투자 관계를 리드하였습니다.

•

리우 박사는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 홍콩 상장회사인 중국동방항공(China Eastern Airlines)의
전자상거래 회사 사외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 영국 상장회사 ARM
Holdings 의 사외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홍콩 상장회사 디지털 차이나 홀딩스(Digital China
Holdings)의 사외이사 및 보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

리우 박사는 덴마크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베이징 사범대학(Beijing Normal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베이징
사범대학의 이사회 내 위원 및 교육기금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의 독립 사외이사 후보:
Randy MacEwen(랜디 맥긴)

랜디는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의 경영인으로서의 경력 및 변혁적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열정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현재 휴대폰 및 비유동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혁신 연료전지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미국 및
캐나다 상장사 Ballard Power Systems 의 회장 및 CEO 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

2001 년부터 2014 년까지 랜디는 Solar Integrated Technologies 와 Stuart Energy Systems
Corporation 을 포함한 여러 지속가능 에너지 회사에서 CEO 및 최고위 경영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랜디는 캐나다의 명망 있는 비즈니스 로펌 Torys 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Ballard 를
대표하는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의 서포트 위원 및 국제 수소연료전지협회(International

Hydrogen and Fuel Cell Association)의 부회장이며, 두 곳 모두 현대자동차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

랜디는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에서 법학 학사 및 요크대학교(York
University)에서 문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엘리엇의 독립 사외이사 후보:
Margaret (“Peg”) Billson (마가렛 “페그” 빌슨)

페그 빌슨은 산업 및 수송업계 대기업에서 30 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엔지니어 및 비즈니스 리더입니다.
•

2009 년부터 2016 년까지 페그는 BBA 항공에서 시니어 경영진 및 부서 CEO 를 역임하였습니다.
글로벌 항공 업계에서 애프터 마켓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페그는 4 개의 대륙에서
근무하는 2,000 명의 임직원을 이끈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 스타트업 초경량 제트기 제조사의 대표 겸 COO 를 역임하였으며,
엔지니어링, 디자인, 생산 및 공급망 관리, 항공 운항 팀을 감독하였습니다.

•

1993 년부터 2005 년까지 페그는 허니웰 인터내셔널(Honeywell International Inc.) 및 더글러스
항공기(Douglas Aircraft Company)의 경영에 참여하였습니다.

•

페그는 미국 상장 항공회사 Skywest Inc.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민간 및 방위
사업, 항공 교육 및 시뮬레이션 분야의 캐나다 상장사인 CAE Inc.에서 인적자원위원회(Human
Resources) 및 추천 및 투명 경영 위원회(Nomination & Governance Committee) 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

페그는 엠브리 리들 항공대학교(Embry 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및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롱비치 캠퍼스(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에서 항공 엔지니어링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

엘리엇에 대하여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 Corporation)는 두 개의 다중 투자전략 펀드를 통해 약 미화 340 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엘리엇의 대표 펀드인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Elliott Associates,
L.P.)는 1977 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동종 펀드 중 동일한 경영진이 관리해 온 역사가 가장 오래된 펀드 중
하나이다. 세계 각국의 퇴직연금, 국부펀드, 공공기금, 투자재단, 투자운용사 펀드 및 회사 임직원 등이
엘리엇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 엘리엇 어드바이저스 홍콩(Elliott Advisors (HK) Limited)은 엘리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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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의 계열사이다. 엘리엇은 한국 시장과 기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이루어왔다.
보도자료 관련 질의

서울

뉴욕
Stephen Spruiell
엘리엇 매니지먼트
+1 (212) 478-2017
sspruiell@elliottmgmt.com

김기훈 대표 (Kyle Kim)
코콤포터노벨리(주)
+82 (2) 6925-1507
kihoon@kor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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