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붙임1 ]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변경(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안) 개정이유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잉크젯잉크 제조 및 판매업 

1. 잉크젯프린터 주변기기 및 소모품 제조 판매업 

1. 잉크젯용 전용지 등의 제조 및 위탁제조 판매업 

1. 적층 및 표면처리지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디지털 프린터 제조, 판매업 

1. 전자산업용 잉크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전자산업에 관련된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전자재료 제조 판매업 

1. 전자재료용 인쇄장비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회로기판 및 재료 제조 판매업 

1. 기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1. 연구 및 기술개발 서비스업 

1. 섬유 제품 제조 및 판매업 

1. 봉제 의류 및 모피제품 제조 및 판매업   

1. 도매 및 소매업                               

1. 통신 판매업                       

1. 인쇄 출력 서비스업  

1. 프랜차이즈 유통업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잉크젯잉크 제조 및 판매업 

1. 잉크젯프린터 주변기기 및 소모품 제조 판매업 

1. 잉크젯용 전용지 등의 제조 및 위탁제조 판매업 

1. 적층 및 표면처리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2022.03.24 개정) 

1. 디지털 프린터 제조, 판매업 

1. 전자산업용 잉크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전자산업에 관련된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전자재료 제조 판매업 

1. 전자재료용 인쇄장비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 회로기판 및 재료 제조 판매업 

1. 기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1. 고기능성 소재의 개발 및 생산 (2022.03.24 신설) 

1. 인쇄용 소재와 시스템의 개발 및 생산 (2022.03.24 신설) 

1. 연구 및 기술개발 서비스업 

1. 섬유 제품 제조 및 판매업 

1. 봉제 의류 및 모피제품 제조 및 판매업   

1. 도매 및 소매업                               

1. 통신 판매업                       

 

 

 

 

 

 

 

합병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및 

자구 수정 



1. 보관 및 창고업            

1. 부동산 및 동산 임대업  

1. 수출입 및 대행업  

1. 기타 상기 각 호에 관련된 기술용역과 기술훈련 및 

부수사업 일체 

1. 인쇄 출력 서비스업  

1. 프랜차이즈 유통업  

1. 보관 및 창고업            

1. 부동산 및 동산 임대업 

1. 수출입 및 대행업 

1. 기타 상기 각 호에 관련된 기술용역과 기술훈련 및 부수사업 일

체 

< 신 설 > 제13조 (주주명부의 작성, 비치) (2022.03.24 신설)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

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

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

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

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내용을 

반영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

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부 칙 

제3조 (시행일) 

1.~ 18. (생 략) 

부 칙 

제3조 (시행일) 

1.~ 18. (현행과 같음) 

19. 이 정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변경·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