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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회사는 주식회사 삼양옵틱스(이하 “회사”라 함)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AMYANG OPTICS

CO., LTD(약호 SAMYANG OPTICS)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광학기기의 제조판매업  
2.  정밀기기의 제조판매업  
3.  사무자동화 및 측량기기의 제조 판매업  
4.  카메라 및 관련부품 제조 판매업  
5.  전기-전자기기의 제조판매업  
6.  의료용기기의 제조판매업  
7.  공장 자동화기계의 제조판매업  
8.  공해방지기계 및 시설의 제조판매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소프트웨어 자문업 
11.  장비임대업 
12.  수출입업(무역업) 및 동대행, 중개업  
1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는 본점을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필요한 지역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

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yanglensglobal.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

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1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500)원으로 한다.  
  
제 6 조의2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1,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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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일천만(10,000,000)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

다. 
  
제7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

율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

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

권이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 
⑦ 제6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를 준용한다 
  
제 8 조 (삭제)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

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제3자배정하거나 또는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

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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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

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

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

”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

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

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

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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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

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4(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0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

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 명의개서 대행업무규정에 따른

다. 
  
제 11 조 (삭제)  
  
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한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

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

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

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

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3 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

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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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

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모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

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

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모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일 후 1년

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써 신주인수권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칙)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6 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7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

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소집통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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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

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

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

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

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및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2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3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

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4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

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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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

반수로 성립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 28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29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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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3조의2(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4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34조의2(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

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

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

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34조의3(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총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

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5 조의2(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의3(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2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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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제 36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

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

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⑤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

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8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

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0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계 산 
  
제 41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

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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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

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

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4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

한다. 
④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44 조의 2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

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

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

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

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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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13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13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2014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2015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

15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

행한다. 
⑦ 이 정관은 2020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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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감사보고서

 
본인은 주식회사 삼양옵틱스의 감사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8기 사업연도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1) 회계에 관한 감사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 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업무에 관한 감사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

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회계장부의 기재에 관한 사항

 회계장부에는 기재의 누락 또는 부실기재가 없으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재도 회

계장부와 합치되고 있습니다.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표시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 하게 표

시하고 있습니다.

 

 4.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고, 또한 회사의 재산상태와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타당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주식회사 삼양옵틱스 
                                                                                                감  사    임 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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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1. 내부감시장치의 개요

 

1) 당사의 내부감시장치와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  회 : 이사의 직무수행을 감독합니다.

     감        사 : 이사의 직무수행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제반보고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태

와 전반적인 재산상태를 조사합니다.

 

2) 기타의 내부감시장치 : 거래의 집행 등에 관한 승인절차 (전결규정), 서류/자산        에 대

한 접근, 사용권한의 등급화 등

 

3) 이사회는 1명의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감사의 선임과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상 신분보장

     - 감사의 선임

        당사는 상법 제409조에 의거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감사를 동법의 규정을 준수

        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부서 직원은 없으나 감사부서 직원의 전출입이나 해고시에는 감사

        와 사전 협의하는 등 인사상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2. 내부감시장치의 운영

 

1) 내부감시의 운영실적

    일상감사, 반기감사 및 결산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감사지적사항은 즉시 임원 또는 대표이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고 경        중에

따라 내부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일상감사 및 반기감사 지적사항은 반드시 개선여부에 관한 것을 재차 감사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는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

 

1)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주식회사

    삼양옵틱스의 내부 감시장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2) 내부 감시장치에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주식회사 삼양옵틱스

                                                                                       감  사    임 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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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2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8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10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12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1 년 3 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삼양옵틱스

대  표   이  사  : 황 충 현 (인)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6길 123 (봉암동)

(전  화) 02-784-9961

내부회계관리자 : 이 성 표

(전  화) 02-784-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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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2.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

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

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

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

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4.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 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1.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2.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

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①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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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

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

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

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

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

어야 한다. 
  
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회사와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7조에 의한 점검 및 제18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②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직 및 운영 
  
제8조(업무분장 및 책임)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

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

다.  
②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7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단, 대표이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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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제10조(내부회계관리자)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

태를 보고한다. 
  
제10조의2(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동규정 제9조’를 따른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

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

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

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

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①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감사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

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

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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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제14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

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

한다. 
  
제15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

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5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제16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

고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

를 수행한다. 
  
제17조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 한다.  
②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3.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4. 대표이사가 제3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

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

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제18조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감사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

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

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

함하여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는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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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19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20조(평가결과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

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제6장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21조 (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제22조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

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

도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

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23조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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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에서 정한다. 
  
제 7장  보     칙 
  
제24조 (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감사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내

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준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개념체계’와 ‘모범규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3) 관리ㆍ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 - - -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

성명
직 책

담당업무

전화번호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타

감사 임안식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안에대해 심사
- 02-784-9961

이사회 황충현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 - 02-784-9961

지원본부 이성표 내부회계 관리자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준수 여부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관리 감독 - 02-784-9961

회계처리부서 문재영 팀장 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감독 - 02-784-9961

전산운영부서 정순효 팀장 전산회계관련 시스템의 오작동 여부를 감시, 감독 - 02-784-9961

자금운영부서 문재영 팀장 자금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독 - 02-784-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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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100)

감사 1 1 - - 17

이사회 1 1 - - 89

지원본부 1 1 - - 192

회계처리부서 3 3 - - 87

전산운영부서 2 2 - - 192

자금운영부서 2 2 - - 114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직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교육실적

근무

연수

회계관련

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 관리자 이성표 02-784-9961 유 2 27 4 4

회계담당직원 문재영 02-784-9961 무 6 20 0 195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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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예정)

(주주총회)

2021.03.15

(이사회 및 감사)

대표이사 황충현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

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

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

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

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

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평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

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

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

니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

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

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 검토 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이사회 및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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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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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 고

2021.03.15 감사 임안식

본 감사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감사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에게 제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

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직적으

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 이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감사는내부회

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평가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

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

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11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

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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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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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6항의 종합의견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삼양옵틱스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

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

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주식회사 삼양옵틱스의 경영자

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

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

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

니다.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

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

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

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그리

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상장대기업보다는

현저하게 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검토 기준 중 '14.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검토특례

'에 따라 검토를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

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

여 재무제표에 대한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

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

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

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

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

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아니

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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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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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보 고 서

 
1.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목적 
  
① 광학기기의 제조판매업 
② 정밀기기의 제조판매업 
③ 사무자동화 및 측량기기의 제조판매업 
④ 카메라 및 관련부품 제조판매업 
⑤ 전기-전자기기의 제조판매업 
⑥ 의료용기기의 제조판매업 
⑦ 공장 자동화기계의 제조판매업 
⑧ 공해방지기계 및 시설의 제조판매업 
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⑩ 소프트웨어 자문업 
⑪ 장비임대업 
⑫ 수출입업(무역업) 및 동대행, 중개업 
⑬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 중요한 사업의 내용 
당사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사용하는 카메라에 채택되는 교환렌즈를 개발, 생산 및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 현황 
  

  
(4) 종업원 현황(2020년 12월 31일 현재) 
  

  
(5) 조직도 

현황 주요사업내용 소 재 지

본사 교환렌즈 제조 및 연구개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6길 123 (봉암동)

서울사무소 영업/관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10층(여의도동 12,CCMM빌딩)

구 분 임 원 연 구 직 생 산 직 기 타 합 계

남 11 21 19 55 106

여 - 1 12 13 26

합 계 11 22 31 68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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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 

  
2) 자본금 변동사항(최근 5년) 

  
3) 주식사무 

  
(7) 사채에 관한 사항 

주식의 종류 주식수㈜ 금액(원) 구성비(%) 비고

보통주 10,092,700 5,046,350,000 100.0% 액면 500원

계 10,092,700 5,046,350,000 100.0% 액면 500원

일자 주식종류 발행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증(감)자 금액(원) 증(감)자 후 자본금(원) 증(감)자 내용

2018.10.19 보통주 38,600 10,038,600 19,300,000 5,019,300,00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19.05.24 보통주 41,300 10,079,900 20,650,000 5,039,950,00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19.11.01 보통주 10,100 10,090,000 5,050,000 5,045,000,00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20.10.30 보통주 2,700 10,092,700 1,350,000 5,046,350,00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결산일 12월31일 정기주주총회개최 매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기간 1월1일 ~ 1월7일

공고방법 홈페이지(www.samyanglensglobal.com) /한국경제신문

주식업무대행기관

대리인의 명칭 한국예탁결제원

사무취급장소
1) 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취급 서울사무소에서 가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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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1) 영업의 개황 
  
1) 영업개황 
2020년 당사 영업실적은 재무제표 상 연결기준 매출액 386억원, 영업이익 30억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21억원 입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연결기준으로 매출액은 250억원(39.3%) 감

소, 영업이익은 128억원(81.1%) 감소,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14억원(84.2%) 이 감소하였습

니다. 
  
2020년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미국 및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극심한 침체

에 따라 매출액 및 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MF(수동초점) 포토렌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변을 확대하여 동영상 전용 렌즈, 영

화 촬영용 하이엔드 렌즈(Xeen) 등의 제품을 출시하여 왔습니다. 향후 카메라시장의 트렌드

는 고화질의35mm full-frame 카메라로 점차 고급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런 트렌드에 대응

하여 당사는 2020년에도 full-frame 카메라 대응 렌즈를 중심으로 렌즈 라인업을 확대하였

습니다.  
  
또한, MF렌즈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6년에 AF렌즈를 출시하였고, 2020년 현

재 전체 매출에 약 40%를 차지하며, 성공적으로 AF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2019년 4분기

에는 영화 촬영용 Xeen CF 렌즈의 라인업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 라인업을 갖

춘 M/V 렌즈 및 3분기에 인수한 열화상 카메라 등 B2B신규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

다. 
  
2) 시장점유율 
MF 렌즈 시장의 경우, 구체적인 시장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와

시장점유율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MF시장의 매출 규모 등을 종합하여 추정해 볼 때,

당사의 MF시장의 점유율은 약 50% 수준(제품 개수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F 렌즈 시장은 일본 CIPA(일본광학기구협회)자료에 따르면 약 4조원 시장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업체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AF시장을 공략하여 당사 매출에 약 40%까지 증가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전체AF 렌즈 시장에서 당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1.1%로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2) 매출 실적 
가) 달러 실적 
                                                                                                   (단위 : 천달러) 

품목 2020년 2019년 2018년

교환렌즈 32,443 54,141 54,624

기타 575 23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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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기타 : 액세서리 등 
주2)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나) 원화 환산 실적 
                                                                                                   (단위 : 백만원) 

주1) 기타 : 액세서리 등 
주2)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다) 제품별 상세 실적 
                                                                                                   (단위 : 백만원) 

주) 연결 재무제표 기준 
  
라) 주요 매출처 
                                                                                             (단위 : 대, 백만원) 

합계 33,018 54,389 54,728

품목 2020년 2019년 2018년

교환렌즈 37,918 63,315 60,345

기타 666 280 115

합계 38,584 63,595 60,460

품목 2020년 2019년 2018년

교환렌즈

MF 19,364 31,699 34,339

AF 15,444 23,615 22,123

XEEN 3,085 8,001 3,747

기타 25 - 136

소 계 37,918 63,315 60,345

기 타 666 280 115

합 계 38,584 63,595 60,460

유형 품목 매출처
2020년 2019년 2018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제품

및

기타

교환

렌즈

E사 55,850 15,404 77,042 24,190 93,822 25,275

W사 15,290 3,818 41,031 10,831 24,495 5,772

B사 1,751 658 7,161 2,117 12,606 3,532

I사 3,345 1,190 9,269 2,985 6,960 2,163

S사 8,082 2,434 11,570 3,376 14,579 3,506

기타 43,799 14,415 62,460 19,816 67,692 20,098

기타 기타 12,035 666 12,630 280 4,462 115

합계 140,152 38,584 221,163 63,595 224,616 6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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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결 재무제표 기준 
  
(3) 주요 설비 신설 및 확장과 자금 조달 상황 
  
해당사항 없음 
  
3. 모회사, 자회사 및 기업결합 사항 등 
  
(1) 모회사 현황 
  

  
(2) 자회사 현황 
  

  
(3) 모, 자회사에 대한 임원겸직 현황 
  

 

4. 최근 3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1) 영업실적 
  
1) 연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모회사의 상호 엘케이에이투홀딩스 주식회사

모회사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4층(여의도동)

자본금 586,920,000 주요사업 금융

소유주식 수 6,875,655 소유비율 68.13%

모회사와의 주요거래 상황 해당 없음

자 회 사 당사와의 관계

상 호 소 재 지 자본금(원) 주요업종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남경광학(주) 경남 창원시 250,000,000 렌즈, 광학기기 50,000 100.00%

겸직임원 겸직회사
비 고

성 명 직 위 회 사 명 직 위 담 당 업 무

이 상 윤 기타비상무이사 엘케이에이투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영 총괄 -

 구분 제8기 제7기 제6기

I. 매출 38,577,204,774 63,594,654,422 60,460,259,323

II. 매출원가 24,865,635,810 34,727,600,528 33,429,184,288

III. 매출총이익 13,711,568,964 28,867,053,894 27,031,075,035

IV. 판매비와관리비 10,733,757,375 13,138,205,343 12,887,75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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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2) 재산상태 
  
1) 연결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원) 

V. 영업이익 2,977,811,589 15,728,848,551 14,143,315,782

VI. 금융수익 974,406,952 1,054,505,661 840,198,894

VII. 금융비용 1,872,333,860 1,061,282,283 1,128,101,830

VIII. 기타수익 56,079,459 784,454,533 1,488,150,231

IX. 기타비용 25,646,268 73,908,974 83,510,385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10,317,872 16,432,617,488 15,260,052,692

XI. 법인세비용 -29,160,664 2,875,391,417 2,789,918,489

XII. 당기순이익 2,139,478,536 13,557,226,071 12,470,134,203

XIII. 기타포괄손익 25,153,891 142,011,055 -992,235,080

XIV. 당기총포괄이익 2,164,632,427 13,699,237,126 11,477,899,123

 구분 제8기  제7기  제6기

I. 매출 38,577,204,774 63,594,654,422 60,460,259,323

II. 매출원가 24,943,749,385 34,797,106,031 33,416,718,484

III. 매출총이익 13,633,455,389 28,797,548,391 27,043,540,839

IV. 판매비와관리비 10,414,029,652 12,903,348,212 12,454,219,993

V. 영업이익 3,219,425,737 15,894,200,179 14,589,320,846

VI. 금융수익 973,981,020 1,054,452,010 843,669,739

VII. 금융비용 1,872,333,860 1,061,282,283 1,128,100,655

VIII. 기타수익 51,126,664 764,167,504 1,487,771,190

IX. 기타비용 25,487,838 273,628,191 83,426,168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46,711,723 16,377,909,219 15,709,234,952

XI. 법인세비용 -29,160,664 2,875,391,417 2,789,918,489

XII. 당기순이익 2,375,872,387 13,502,517,802 12,919,316,463

XIII. 기타포괄손익 16,275,776 147,008,060 -785,883,959

XIV. 당기총포괄이익 2,392,148,163 13,649,525,862 12,133,432,504

 구분 제8기 제7기 제6기

자 산

유동자산합계 23,533,334,837 30,361,599,257 27,390,311,029

비유동자산합계 20,983,471,000 19,127,106,208 18,099,522,404

자 산 총 계 44,516,805,837 49,488,705,465 45,489,8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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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원) 

  
5. 회사가 대처할 과제 
  
“영업의 개황 참조” 
  
6. 이사 및 감사 등의 현황 
  

부 채

유동부채합계 3,800,794,943 6,141,689,545 5,645,019,237

비유동부채합계 6,203,340,305 4,062,225,060 3,755,261,869

부 채 총 계 10,004,135,248 10,203,914,605 9,400,281,106

자 본 　

Ⅰ. 자본금 5,046,350,000 5,045,000,000 5,019,300,000

Ⅱ. 자본잉여금 5,295,930,403 5,256,720,223 4,477,532,779

Ⅲ. 기타자본항목 887,392,489 821,711,367 1,085,849,404

Ⅳ. 이익잉여금 23,282,997,697 28,161,359,270 25,506,870,144

자 본 총 계 34,512,670,589 39,284,790,860 36,089,552,32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4,516,805,837 49,488,705,465 45,489,833,433

 구분  제8기 제7기 제6기

자 산

유동자산합계 23,477,931,814 30,257,428,295 27,329,603,990

비유동자산합계 20,957,869,835 19,097,612,057 18,264,827,687

자 산 총 계 44,435,801,649 49,355,040,352 45,594,431,677

부 채

유동부채합계 3,814,093,546 6,162,804,020 5,572,947,638

비유동부채합계 5,397,000,898 3,422,924,592 3,397,699,568

부 채 총 계 9,211,094,444 9,585,728,612 8,970,647,206

자 본 　

Ⅰ. 자본금 5,046,350,000 5,045,000,000 5,019,300,000

Ⅱ. 자본잉여금 4,726,623,368 4,687,413,188 3,908,225,744

Ⅲ. 기타자본항목 887,392,489 821,711,367 1,085,849,404

Ⅳ. 이익잉여금 24,564,341,348 29,215,187,185 26,610,409,323

자 본 총 계 35,224,707,205 39,769,311,740 36,623,784,47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4,435,801,649 49,355,040,352 45,594,431,677

구 분 성명 직위 담당 업무 회사와의 거래관계

상근 황충현 대표이사(사내이사) 경영총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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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주주 현황 
  

  
8. 회사, 회사 및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9. 주요 채권자 등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해당사항 없음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상근 구본욱 기타비상무이사 경영자문,이사회 의장 무

비상근 이상윤 기타비상무이사 경영자문 무

비상근 김택중 사외이사 사외이사 무

비상근 임안식 감사 감사 무

주주명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엘케이에이투홀딩스 주식회사 6,875,655 68.13% 무 -

삼양옵틱스 우리사주조합 86,303 0.86% 무 -

증권금융(유통) 56,857 0.56% 무 -

주식회사 빅쏘코리아 53,000 0.53% 무 -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IMITED 39,000 0.39% 무 -

타회사 명칭
투자 및 출자회사

(당사 또는 자회사)

다른 회사에 출자한 당사에 출자한 타회사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남경광학㈜ 당사 50,000 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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