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5 년

회 사

명:

아이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기

본점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412번길 30- 5
(전

화)031- 238- 7785

(홈페이지)http:/ / www.iones.co.kr

작성 책임자:

(직 책)CFO
(전 화)031- 238- 7785

(성 명)서 혁

6 월

25 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1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회사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11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412번길 30-5 아이원스(주)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후보자 : 허성태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on
es.co.kr)에 게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전
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
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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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
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
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5년 6월 30일 ～ 2015년 7월 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
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간접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5년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412번길 30-5
아이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병 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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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
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 유형
-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 간접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 의사표시 통지서” 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부칙(법
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
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
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
권행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
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
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 의사표시 통지서
’ 를 작성 ·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
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 의사표시 통지서’ 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송 부 처 : (150-9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 3-

‘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F A X : (02)-3774-3244~5
- 송부시한 : 2015년 7월 3일(※ 주주총회 5영업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5년 7월 10일 개최하는 아이원스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
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
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주민등록번호

의사표시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2015년
실질주주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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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일
(인)

I. 사 외 이 사 등 의 활 동 내 역 과 보 수 에 관 한 사 항
1. 사 외 이 사 등 의 활 동 내 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장영수

임윤태

이윤상

A
(출석률:100%)

B
(출석률:92%)

C
(출석률:43%)

찬반여부
1

2015.01.14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변경의 건

찬성

찬성

-

2

2015.02.05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3

2015.02.0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보고의 건

찬성

찬성

-

4

2015.03.11

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5

2015.03.11

제10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6

2015.03.11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7

2015.03.23

신규 차입 약정에 관한 건

찬성

-

-

8

2015.03.30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해당없음

9

2015.04.22

유상증자(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의 건

찬성

찬성

해당없음

10

2015.04.24

유상증자(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의 건

찬성

찬성

해당없음

11

2015.05.07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신청의 건

찬성

찬성

해당없음

12

2015.05.18

신안 스마트 회원권 매도의 건

찬성

찬성

해당없음

13

2015.06.0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해당없음

※ 이윤상 사외이사겸 감사위원은 2015년 3월 30일자로 중도 퇴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장영수,임윤태,
이윤상,서혁
법무위원회
장영수,임윤태,
서혁

감사위원회

장영수
임윤태
이윤상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2015.01.14

법무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

가결

2015.01.30

경력사원 경업금지위배의 건

가결

2015.02.27

경력사원 경업금지위배의 건

가결

2015.03.31

경력사원 경업금지위배의 건

가결

2015.04.30

경력사원 경업금지위배의 건

가결

2015.05.29

경력사원 경업금지위배의 건

가결

2015.02.05

2014년 실적보고의 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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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구성원
장영수
임윤태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2015.04.30

2015년 1분기 실적보고의 건

가결

※ 이윤상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2015년 3월 30일자로 중도 퇴임.

2. 사 외 이 사 등 의 보 수 현 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사외이사

2

주총승인금액
11억원
(이사보수 총액)

지급총액

22,500,000

1인당
평균 지급액
1,500,000

비고

-

※ 이윤상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2015년 3월 30일자로 중도 퇴임.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4명을 포함한 전체 이사(총 6명)에 대한 보수한도 승
인금액이며, 지급총액은 2015년 1월~ 6월까지의 누계 지급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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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 대 주 주 등 과 의 거 래 내 역 에 관 한 사 항
1. 단 일 거 래 규 모 가 일 정 규 모 이 상 인 거 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2. 해 당 사 업 연 도 중 에 특 정 인 과 해 당 거 래 를 포 함 한 거 래 총
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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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I . 경 영 참 고 사 항
1. 사 업 의 개 요
가. 업계의 현황
(1) 반 도 체 사 업
국내의 반도체 산업은 1983년 메모리공정 사업에 국내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왔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
위의 반도체 생산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DRAM분야를 축으로 하는 반도체 메
모리분야에서는 공급능력이나 공정기술 그리고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세계최고의 경
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일품목으로 볼 때 1992년 이래로 10년 연속 수출 1위 품
목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 발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전자, 기계, 물리, 화학, 재료, 광학 등 다양한 학문적 기초를 필
요로 하며, 초미세, 고집적, 극저온, 고진공 등을 구현하기 위한 높은 기술이 필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거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공정라인 구축, 생산공정을 위한
대규모의 자본이 투하되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기기를 제어하고 운용하는
시스템반도체로 나뉘며,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3~4배 큰 시장을 형성
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불균형 성장과 장비· 소재 분
야의 취약성은 구조적 약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이나 자본을 투자해 시
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키운다면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성장을 거둘 수 있을것
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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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도체 구성 및 전망
(출처: IHS, Applic ation Market Forec as t Tool, 2014 2Q)

2014년 전세계 매출별 상위 10개 반도체 공급업체
(단위: 백만달러)

2013년
매출

2014년
순위

1

1

인텔(Intel)

48,590

50,840

15.0

2

2

삼성전자

30,636

35,275

10.4

3

3

퀄컴(Qualcomm)

17,211

19,194

5.6

5

4

마이크론(Micron)

11,918

16,800

4.9

4

5

SK하이닉스

12,625

15,915

4.7

6

6

도시바(Toshiba)

11,277

11,589

3.4

7

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exas Instruments)

10,591

11,539

3.4

8

8

브로드컴(Broadcom)

8,199

8,360

2.5

9

9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STMicroelectronics)

8,082

7,371

2.2

10

10

르네사스 전자
(Renesas Electronics)

7,979

7,249

2.1

기타업체

147,883

155,679

45.8

총합

314,991

339,811

100

공급업체

2014년
잠정매출

2014년 시장
점유율(%)

2013년
순위

(출처: 가트너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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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 스 플 레 이 산 업
디스플레이 산업은 휴대폰, 노트북, 모니터, TV 등 평면 표시장치 (LCD, PDP, OLE
D)를 생산하는 산업부문을 의미하며 평판 디스플레이라는 명칭으로 대표되고 있습
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액정 표시장치의 종류와 규격에 맞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주요 수요제품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의 대표 수요제품

디바이스

구분

대표적 수요제품

중소형 제품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

대형 제품

노트북, 디지털TV, 모니터, DID (전광판,광고판) 등

LCD

디지털TV

PDP
OLED

수동형 (PM)

게임기, 카오디오, PMP, 백색가전 등

능동형 (AM)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고화질TV

NPD Display Search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를 2011년 1,110억 달러 정도에
서, 2016년에는 1,6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률은 둔화되었지만,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 중, OLED 시장
은 2014년 171억불, 2016년 239억불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OLED 시장은 2
012~2013년에 각각 전년비 70%이상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은 LCD 시장 대비 1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 세계 FPD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구분
대형
LCD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75,517

86,058

80,425

84,652

87,310

89,356

90,031

89,786

88,619

86,630

소형

25,162

27,630

34,009

41,240

46,550

50,099

53,871

55,438

57,051

57,398

소계

100,679

113,688

14,434

125,892

133,860

139,455

143,902

145,224

145,670

144,028

4,350

3,522

2,447

1,365

613

157

20

2

2

2

AM

3,537

6,863

12,161

16,749

20,246

23,579

24,946

26,762

28,675

31,187

PM

336

317

353

406

417

410

399

386

371

354

3,873

7,180

12,514

17,155

20,663

23,989

25,345

27,148

29,046

31,541

PDP
OLED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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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타

2,106

1,144

820

702

618

600

938

574

550

515

합계

111,008

125,534

130,215

145,114

155,754

164,201

170,205

172,948

175,268

176,086

(자료: DisplaySearch '13.3Q)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표적인 장비 및 부품산업으로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영향
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전후방 연관 산업의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패널은
전방산업인 TV,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멀티미디어제품 등의 성장(시장성)
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후방산업인 패널 생산 장비의 주요 부품과 소재는 조달능력
(생산성,공급망)과 기술력이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패널 생산
업체 및 Global 장비제조 업체에 다년간 축적된 핵심부품 설계기술과 초정밀 가공기
술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후방 산업 전반의 장비제조, 부품공급 및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산업의 전후방효과
[ 출처: 산업연구원 디스플레이 산업전망]

최근의 디스플레이 시장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멀티미디어제품과 고화질 디스플
레이에 대한 수요증가로 새로운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초기 시
장을 선점했던 PDP는 브라운관 TV를 디지털 TV로 전환을 주도했고 대면적 유리기
판의 생산은 LCD의 약진을 통해 노트북과 모니터, 대형 TV를 보편화 시켰으며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고화질 3D TV의 수요는 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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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속한 성장으로 연결되어 수요제품과 산업 발전이 상호 보완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는 완성 제품의 수요 추세를 IT 기계에서
가전제품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400달러 이상의 고가품이 주류였으나, 신
흥국시장을 겨냥해서 개발된 200달러 미만의 저가품 출하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
히 2014년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중국의 Lenovo, Huawei, Xiaomi가 나란히 3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012년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으로 도약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국민들의 생
활수준 향상으로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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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4 년 전 세 계 제 조 사 별 스 마 트 폰 출 하 량 ( 단 위 : 백 만 대 )
업체

2014

14. 4Q

2 0 13

13. 4Q

Samsung

318.2

75.1

319.8

84.4

Apple

192.7

74.5

153.4

51.0

Lenovo- Motorola

96.5

24.7

62.1

19.5

Huawei

73.6

23.5

50.4

16.6

기타

620.1

177.4

433.7

121.2

합계

1 , 3 0 1. 1 0

375. 20

1 , 01 9 . 4 0

292. 70

[ 출처:IDC Worldwide Mobile Phone Trac ker, January 29, 2015]

20 1 4 년 중 국 제 조 사 별 스 마 트 폰 출 하 량 ( 단 위 : 백 만 대 )
업체

2011

2012

2013

2014

Samsung

10.9

30.6

62.5

58.5

Xiaomi

0.4

5.7

18.6

57.8

Lenovo

3.5

22.9

42.1

45.1

Huawei

7.2

17.1

33.6

41.3

Apple

10.8

19.1

20

31.1

기타

54.8

78

140.3

189.8

합계

8 7. 6 0

173. 40

31 7 . 1 0

423. 60

[ 출처:Strategynalytic s , Mar 2, 2015]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실내 뿐 아니라 이동하면서도 늘 이용하면서, 스마트폰 구매
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요인 중 Display도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HS는 터치패널 부재간 접착 및 에어갭을 없애는 데 사용되는 OCA/O
CR 시장 규모는 2013년 6억 9400만 달러 규모에서 2017년에는 8억 5200만 달러 규
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Display의 시안성과 양산
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터치패널용 본딩장비 시장과 수요 확대로 인한
당사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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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패널용 OCA/OCR 대수 시장 전망
[ 출처:Touc h Sc reen Report- OCA/ OCR for Touc h Panel- ,DEC, 2013,IHS]

(3) 부 품 산 업 현 황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매출은 2011년 443억 3000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당시 전년
대비 148% 늘어난 고무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 후 투자가 급감해 2012년 369억
달러, 2013년 318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2014년은 38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
로 예측했으며 성장세를 지속해 2016년에는 2015년과 비슷한 436억 달러가 될 것으
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2015년에 가장 많은 장비 투자를 집행할 지역으로 유럽, 대만, 한국을 꼽았습
니다. 유럽은 전년대비 47.9% 늘어난 39억 달러 규모 장비를, 대만은 28.1% 늘어난
123억 달러 규모 장비를, 한국은 25% 성장한 80억 달러를 장비 구매에 사용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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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가 2017년 하반기를 목표로 평택 산업단지에 15.6조원(1단
계)을 투자하기로 발표하였고, 하이닉스도 경기 이천에 D램 생산을 위한 신규라인 (
M14라인)을 짓는 등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국내 반도체 제조
사들의 지속적인 시장확대 및 수율 개선 노력에 힘입어, 직접적으로 국내 반도체 장
비 업체 및 반도체 부품 업체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시장 규모

[ 출처 : SEMI, Dec ember 2014]

반도체 부품 세정/코팅시장은 1997년 이후 원가절감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정 장비
내에 조립되는 고가의 소모성부품들을 교체하여 사용하던 것을 반도체 업체 자체적
으로 세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자체 세정하던 물량을 생산
Capa 증대 등으로 전량 외주세정(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형태의 세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삼성전자 내부에 세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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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없애고 생산공정 장비를 설치하면서 외주세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외주세정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체 세정 물량을 전량 외주처리로
전환하게 되어 세정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
로 향후 반도체 시장은 450㎜ FAB(Fabrication Facility) 과 20나노급 공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당사의 부품세정 코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당사의 사업군 중 상기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방산업과 연관이 있는 분야는 1) 초
정밀 부품가공, 2) 초정밀 세정, 3) 디스플레이 장비개발 사업입니다. 이 3개의 사업
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당사의 주력사업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1) 초정밀 가공 사업
당사가 영위하는 초정밀 가공 사업은 크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초정밀 가공 부품을 생산/제작 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주요 영역으로 나눌수 있
습니다.
구분

내용
1)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초정밀가공
사업

부품의 제작
2) 반도체 장비 개조개선에 따른 부품 제작
1) 반도체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에 따른 장비 부품
국산화 제작

주요 매출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EMES 등

반도체 제조 공정 장비는 해외 장비 제조사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소모성 부품도 해외
원장비 제작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고가이므로 반도체 업체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품 계측 분석 및 정밀 가
공 기술을 바탕으로 부품을 국산화하여 동일한 품질의 부품을 저가로 공급하여 수입
대체함에 따라 반도체 소자업체의 원가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
는 반도체 제조 공정 부품 정밀 가공사업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기와 그 맥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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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체의 가동률 즉, 반도체 생산량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
다. 가공부품은 가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상 부품의 교체 주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도 이에 연동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시장은 경기가 악화되면 수입에 의존하던 장비부품을 국산화로 대체하
고, 신규장비 구입보다는 기존 장비 성능향상을 위한 개조개선 투자 시장이 확대됩니
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 속도 및 반도체의 세대교체가 주기적으로 진행되므로 장비의
평균 기술 수명은 약 5년 정도지만, 부품 라이프타임(Lifetime)이 짧은 특성이 있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당사는 1994년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록 후 Shower head / Manifold 등 2,000여종의 부품을 국산화하여 공급하고 있으
며, 2010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SEMES (전 GES

)와 부품공급 정식 계약을 맺었

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삼성전자㈜ 부품국산화를 주관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의 부
품공급업체로 등록되었고, 2012년 3월에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장비업체인 A

와

정식 협력업체 등록을 해 개조개선 및 국산 신규 장비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술을 접목한 영업활동을 통해 반도체장비 신규/개조개선 업무 진행
및 국내외 메인장비 업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은 반도체 사업부문과 더불어 당사의 핵심 사업부문으로
당사의 핵심기술인 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LCD, Solar Cell 생산에 필요한 모
든 공정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3,000여종의 디스플레
이 및 반도체 부품 가공기술 Know-How와 진공장비 부품 국산화 및 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납기의 단축 및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있어 고객사인 삼성전자, 삼성디스플
레이, 엘지디스플레이 등의 제품 경쟁력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밀가공 사업 중 디스플레이관련 부품소재 사업은 2가지 CASE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내외의 패널 생산업체에 부품공급 ㉡ 국내외 패널 생산용 장비 업체
부품 공급입니다. 당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패널업체의 핵심협력사로 선정되어 부품
개발 공급 및 고가의 외산부품 국산화개발을 통해 고객사의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동시에 관련
기업들이 보안을 강화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되지 않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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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공 후 부품의 품질인증을 위한 기간이 최소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입장벽은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LCD 및 OLED 패널생산업체의

공정에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장비

용 부품을 개발시 생산 공정의 엔지니어와 1:1 기술협력을 통한 맞춤형 핵심 부품 개
발과 성능 개조 및 개선영역을 꾸준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생산장비의 소모성 부품 역시 반도체 제조장비와 같이 지속적인 유
지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디스플레이 사업의 시장규모는 글로벌 디
스플레이 전체 시장과 유사합니다. 가공생산량이 증가되면 패널 생산업체는 시장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라인 증설과 기존라인 장비의 개조개선 투자를 하게 되고
신규장비투자(전체 투자비의 70% 차지)와 장비의 개조개선이 진행되어 다량의 신규
소모성부품이 필요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면 소모 부품의
교체주기가 짧아지는 것처럼 패널 생산량의 증가는 디스플레이 신규 장비 및 소모성
부품 시장이 확대되는 비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LCD 및 OLED 제조공정은 크게 CELL 공정과 MODULE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
다. 당사의 MODULE 공정 장비는 LAMINATING(신기술공법) 공정에 집중화 하고
있습니다. MODULE 공정은 최근 시장과 소비자 요구에 인한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
기술 합착 공정의 대두되면서 당사가 진입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형성되게 되었으며
자체 선행 개발을 통한 기술적 노하우와 신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
게 되었습니다.
2) 초정밀 세정 사업
반도체부품 세정 산업이란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미세오염을 제어하는 산업으로써 단
순히 반도체 장비나 부품의 오염을 제거하고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품특성조건
의 만족과 부품수명을 수십 회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연장하는 한편, 나아가 반도
체 공정효율과 생산수율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분야를 말합니다.
반도체 부품 세정시장은 1997년 이후 원가절감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정 장비 내에
조립되는 고가의 소모성부품들을 신규로 구입하여 교체하여 사용하던 것을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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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자체적으로 세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자체 세정하던
물량을 생산Capa 증대 등으로 전량 외주세정(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형태의 세정)으
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반도체 생산량을 증가를 위해 삼성전자 공정
내부에 세정공간을 없애고 생산공정 장비를 Set-up하면서 외주세정 의존도가 높아
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주세정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체 세정
물량을 전량 외주처리로 전환하게 되어 세정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정
산업은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 및 장비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원가 경쟁
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원가절감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정장비 내에 들어
가는 고가의 소모성 부품들의 수명연장 및 부품국산화 사업을 1997년 IMF이후로 본
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반도체(고객사) 공장 內 자체 세정시설
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외주 전문세정업체에 100% 의존하여 부품을 세정
의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은 제품의 수율을 떨어뜨
리고, 부품 수명 단축과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 그 림 1 ] 미 세 P a rtic le ( 오 염 물 질 ) 로 인 한 웨 이 퍼 불 량 모 식 도

[ 그림1] 미세 Particle(오염물질)로 인한 웨이퍼 불량 모식도
[그림 1]에서 보듯이 반도체 반도체 칩 제조 공정은 직경 200 ~ 300mm의 웨이퍼에
미세한 사이즈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웨이퍼 공정은 청정실이 필수적이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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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세정에도 초고순도 약품 및 가스, 초 순수를 사용 하여야 하며 파티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선폭은 머리카락(70 ㎛) 1/1000수준의 미세한 패턴을 가
지고 있으며 공정 중 파티클이 한개라도 웨이퍼 패턴에 떨어지게 되면 해당 IC는 불
량으로 사용할 수 없게되며, 이는 반도체 수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사활을 걸고 파티클을 감소시키고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반도체 웨이퍼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부품은 반드시 일정 Lifetime이 지난 이후에
는 세정을 하여 부품 외부에 흡착된 오염물(Contamination)을 제거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오염물이 웨이퍼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Etc
h(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품의 경우 수회의 반복공정, 고 플라즈마, 높은 전
압등의 가혹한 환경에 견뎌야 하는 특성으로, 반드시 표면 코팅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Anodizing, Quartz, Al2O3 등의 소재가 사용하여 외부를 코팅하였고, 최근
고집적도의 반도체 공정이 되면서 내식성, 내플라즈마에 우수한 Y2O3등의 코팅소재
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반도체 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 파티클의 제어 기술을 바
탕으로 각 오염원의 선택적 제거가 가능한 화학물질 제어 능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등의 주요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반도체 부품 코팅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여, 반도체의 부품 세정 이후 코팅을 동시에 진행하는 회사입
니다. 부품가공의 경우 발생되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세정이 필수이나, 타사
의 경우 가공사업과 세정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업체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원가
상승을 자사는 해결함으로 타사 대비 단가/납기 단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팅 소재로 사용되는 이트리아는 희토류계열의 분말로 전 세계 생산에 95%를
중국에서 조달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는 2008년에
한국세라믹기술원과 국책과제로 코팅용 분말의 제조 기술개발을 성공하여 원재료 수
급 불균형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공급가 확보를 통해 타사와의 단가 경쟁력에서 우
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과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부품의 세정/코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디스플레이 장비개발 사업
당사의 초기 장비 사업 단계는 검사 장비의 JIG 제작 등 기술적인 면보다는 당사의
정밀가공 및 설계 능력에 관련된 사업 부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고객측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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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국산화 및 장비 개조개선 활동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공정장비를 생산 가능한 기
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2008년 MODULE 공정의 첫 양산 장비를 생산하게 되어
기술력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다양한 모델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무안경 3D FIL
M 및 AMOLED Smart 기능 Module의 광학특성을 적용한 합착 등 고기능 시장에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본딩(옵티칼본딩)이란, 터치패널과 디스플레이(LED, OLED)간의 에어갭(Ai
r Gap)을 충진하여 시인성을 높여주는 공정입니다.
본딩을 할 경우 시인성의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방수, 방진, 방습 효과와 전면이 강화
되는 장점을 가집니다. 다이렉트본딩은 본딩방식에 따라 1) 필름을 사용하는 OCA와
2) 액체형태의 레진을 사용하는 OCR로 구분됩니다. 현재는 주로 스마트폰을 중심
으로 OCR방식의 다이렉트 본딩이 진행되어 왔으나 태블릿PC 역시 야외 시인성 향
상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어 다이렉트 본딩 적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윈
도우8의 등장은 태블릿 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올인원PC까지 터치패널의 적용을 가
져오고 있으며 대면적 터치패널에 대한 OCA와 OCR 적용이 진행된다면 관련 장비
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사는 다이렉트본딩 장비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납품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

며 최근에는 불량이 발생한 패널을 재사용할 수 있는 리웍(Re-work)장비까지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다이렉트 본딩 작업 중 패널 불량이 발생하면 전량 폐기할
수 밖에 없었으나 동사가 개발한 리웍장비를 사용할 경우 패널업체의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력을 한번 더 입증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광학탄성수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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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다이렉트 본딩 장비[ OCR,OCA]
(자료 : 당사,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

4) 기타 (환경사업부문 및 LED 부문) 사업
당사는 2009년 4월 환경사업부를 출범시켜 2010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사에서 요
구하는 CAF(Chemical Air Filter)를 개발 및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 삼성
모바일디스플레이사 신규 증설 라인에 대량 납품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크린룸에는 오염제어를 위한 환경기구로써 Air Filter를 사
용합니다. Air Filter는 먼지(입자성 오염물질)를 제거하는 일반 Air Filter와 가스상
오염물질 및 냄새를 제거하고 Chemistry(화학적 성질)를 이용한 고집접화된 기술이
필요한 Chemical Air Filter(이하 ‘ CAF ’ )가 있습니다. CAF는 하나의 특정한 가스
를 제거하기 위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어졌으나 현재는
크린룸 전체 및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거대상인 Chemical G
as 또한 광범위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적용공정 또한 ① 크린룸 내부에서 순환되는
공기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 제거용 ② 외부공기를 크린룸 내부로 유입하는 과정의 오
염물질 제거용 ③ 생산 장비에 직접 설치하여 장비내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제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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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공정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1) Chemical Air Filter(CAF): 필터 내부에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흡착소재를 포함
하여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제품으로써 당사의 핵심제품
중 하나입니다.

현재 LED산업은 휴대폰, 컴퓨터, TV 등 BLU(Back Light Unit) 시장이 주도하고 있
으나, 2012년부터 LED조명시장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이후 의료· 농수산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ED산업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특허가 기업 경쟁력의 절대적 지표입니다. 원천 특허
의 70%를 가지고 있는 니치아 및 오스람, 크리, 루미레즈, 도요다고세이등이 계속적
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특허블록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업체로는 특허 및 생산 Capa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주)와 서울
반도체(주)등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시장 규모
(출처:LED 조명시장규모전망,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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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도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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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주 총 회 목 적 사 항 별 기 재 사 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제2조(목적)

변경후 내용
제2조(목적)

변경의 목적
사업 다각화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9.(생략)

목적으로 한다.
1. ~ 39.(현행과 동일)
40. 부동산 임대업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100,000,000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제9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발행예정주식수
변경

항목추가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
로 한다.

(신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
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
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제9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
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발행
예정주식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하
지 못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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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추가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0% 이내
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
선 배당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
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
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
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
여 배당한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
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
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
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 시 이
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
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
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
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9조의 3 (전환주식)
(신설)

제9조의 3 (전환주식)
①회사는 제9조의 2에 의하여 종
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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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추가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으로 정
할 수 있다.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
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
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 또는 이사
회의 결의로 정한 조정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이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
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다.
제9조의 4 (상환주식)
(신설)

제9조의 4 (상환주식)
①회사는 제9조의 2 또는 제9조의
3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상
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액 또는 발행가액의 200%를 넘지
않는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
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
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
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
로부터 1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
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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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추가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
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
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 의사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
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
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
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
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주주는 상환 의사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 하여
야 한다.
단,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
환 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
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
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
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
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회사는 본 조의 상환주식을 제9
조의 3에 의한 전환이 가능한 것으
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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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목적

변경전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변경후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① ~ ⑤(현행과 동일)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
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
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
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
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
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
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
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
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
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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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목적
항목추가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
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
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
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
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
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 항목삭제
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3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

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 ② (현행과 동일)
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③ (현행과 동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현행과 동일)

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
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
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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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증액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

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현행과 동일)

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
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
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③(현행과 동일)
의 종류 및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
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④(현행과 동일)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월이 경
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
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⑤(현행과 동일)
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한도증액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① (현행과 동일)

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
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
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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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내용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

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

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

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
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

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

는 경우

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

② (현행과 동일)

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③ (현행과 동일)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보통주식으
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
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④ (현행과 동일)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익월
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
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
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⑤ (현행과 동일)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
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이사의 수)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

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또는 2인) 이상으로 한다.

1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직무)

제36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

①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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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삭제

문구변경
(사장- >대표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무를 총괄한다.

변경의 목적
사)

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

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

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 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

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

행한다.

를 대행한다.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①(현행과 동일)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문구수정
‘ 사장’ 직위
삭제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는 그 이사가 회일 2일전에 각 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사에게 익일 특급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지함으로써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

③ (현행과 동일)

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
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
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
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

④ (현행과 동일)

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

⑤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 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 제
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

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삭제)

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42조(위원회)
①회사는 이사회내에 위원회를 아

제42조(위원회)
① (현행과 동일)

래와 같이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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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문구삭제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3. 법무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
의로 정한다.(단,감사위원회의 구

의로 정한다.

성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③(현행과 동일)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

제45조(대표이사의 직무)

문구수정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 사장’ 직위

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제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문구수정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
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삭제

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

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

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

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
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
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 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
야 한다.

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

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 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

‘ 사장’ 직위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 ⑥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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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
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

⑦ (현행과 동일)

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
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

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야 한다.
제55조(중간배당)
(신설)

제55조(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
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
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
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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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추가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
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
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
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시효)

시효)

(신설)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
당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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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추가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허성태

1970.05.11

-

-

이사회

총(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허성태

아이원스 영업총괄 상무이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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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