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안 설명서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개정

비고

제2조[목적]

제2조[목적]

사업 다각화를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하여 목적 추가

1. 대기ㆍ수질오염 방지 및 기술의 개발 및 판매

1. 대기ㆍ수질오염 방지 및 기술의 개발 및 판매

2. 대기ㆍ수질오염 방지․저감상품 및 장비의 제조 및 판매 2. 대기ㆍ수질오염 방지․저감상품 및 장비의 제조 및 판매
8. 저공해ㆍ무오염 공정을 위한 환경정보의 판매

8. 저공해ㆍ무오염 공정을 위한 환경정보의 판매

11. 환경오염감시, 환경위해성 평가, 관리 등의 기술

11. 환경오염감시, 환경위해성 평가, 관리 등의 기술

시스템 개발, 제조, 판매

시스템 개발, 제조, 판매

12. 환경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의 개발, 제조, 판매

12. 환경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의 개발, 제조, 판매

13. 소음 진동방지, 저감상품 및 장비의 제조 및 판매

13. 소음 진동방지, 저감상품 및 장비의 제조 및 판매

14. 소음 진동방지 기술의 개발 및 판매

14. 소음 진동방지 기술의 개발 및 판매

17.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17. 위생용 섬유제품 제조업

18.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8.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9.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9.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20.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0.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1. 기체여과기 제조업

21. 기체여과기 제조업

22. 액체여과기 제조업

22. 액체여과기 제조업

24. 자료처리업

24. 자료처리업

2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6. 수질오염방지 관련 상품ㆍ제품 및 기술의 개발, 제조,

26. 수질오염방지 관련 상품ㆍ제품 및 기술의 개발, 제조,

판매

판매

27. 환경 및 위생관련 엔지니어링

27. 환경 및 위생관련 엔지니어링

30.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30.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31.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31.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32.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2.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3.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4. 학술, 연구 용역업

34. 학술, 연구 용역업

35. 기계ㆍ설비 공사업

35. 기계ㆍ설비 공사업

36.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6.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7.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37.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38.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38.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39. 위 각 호에 관련된 수입, 수출업 및 동 대행업

39. 위 각 호에 관련된 수입, 수출업 및 동 대행업

삭제

40. 위 각 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40. 위 각 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삭제
부수되는 사업 일체

부수되는 사업 일체

39.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추가

40. 마스크 제조 및 판매

추가

4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추가

42. 탄소 섬유 및 관련 복합재료의 제조 및 판매

추가

43. 그래핀 응용소재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추가

4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추가

45. 기타 금융투자업

추가

46. 위 각 호에 관련된 수입, 수출업 및 동 대행업

추가

47. 위 각 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부수되는 사업 일체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제1차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