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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귀중

한국거래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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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작성기준일 : 2019년 05월 27일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고자 : 이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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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

 

나.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내역

회 사 명 지니언스(주)

법인구분 코스닥상장법인 회사코드 263860

발행주식 총수 9,444,600

보고구분 변동 보고자 구분 개인(국내)

성명(명칭)
한     글 이동범 한자(영문)

李東氾

(Lee Dong Bum)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690605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발행회사와의 관계

임원(등기여부) 등기임원 직위명 대표이사

선임일 2017년 03월 26일 퇴임일 -

주요주주 사실상지배주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소속회사 지니언스(주) 부      서 경영지원본부

직      위 과장 전화번호 031-80*******

성      명 한근호 팩스번호 070-43*******

이메일 주소 ******@genians.com

보고서

작성 기준일

특정증권등 주권

특정증권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19년 05월 20일 2,859,699 30.28 2,859,699 30.28

이번보고서 2019년 05월 27일 2,863,699 30.32 2,863,699 30.32

증     감 4,000 0.04 4,000 0.04

특정증권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이익참가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

예탁

증권

기타

합 계

주수

(주)

비율

(%)

2,863,699 - - - - - - - 2,863,699 30.32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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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및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

 

다. 세부변동내역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I

발행주식 총수

(J)

주식외 특정증권등의 수

(B+C+D+E+F+G+H=I)

소유비율(%)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

[A+I / J+I-(F+G+H)※] ×

100

주권의 소유비율

(A / J) × 100

9,444,600 - 30.32 30.32

보고사유 변동일*
특정증권등의

종류

소 유 주 식 수 (주) 취득/처분

단가(원)**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장내매수(+) 2019년 05월 22일 보통주 2,859,699 2,000 2,861,699 4,950원 -

장내매수(+) 2019년 05월 23일 보통주 2,861,699 2,000 2,863,699 4,870원 -

합  계 2,859,699 4,000 2,863,6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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