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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5조에 의거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03월 29일(화요일) 오전11시00분

2. 장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2층 라이온스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13기(2010년01월01일~2010년12월31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김방희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임우일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김성철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후보 조봉순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배당내역
- 1주당 예정배당금(보통주) : 300원 (액면가 500원 기준)
※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
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
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A

B

C

D

(출석률: %)

(출석률: %)

(출석률: %)

(출석률: %)

찬반여부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

-

-

의안내용

가결여부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비고

평균 지급액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회사와의 관계)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회사와의 관계)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세계 플랜트 시장규모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후폭풍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의 어려움으로 인해 축소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과 개발도
상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 유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규모
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민주화 시위로 인한 정정 불
안으로 신규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지만, 향후 정정 불안이 해소되면, 개발과 경제 발전을 위
한 보다 많은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의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 석유 및 가스 플랜트는 글로벌 EPC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의 수주량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
에서의 지원책이 연구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는 특
히 2004년 이후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엔지니어링사는 기자재 국산화율을 올려 기자재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플랜트 시장을 석권하고자 하는 조달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세계 10여개 산업가
열로 업체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가열로 업체로서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수주량이
점점 증가되는 시장상황 및 국산화율을 확대해 가는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조달정책을 감안
할 때 당사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가열로는 특화된 기술, 다년간의 축적된 경험, 체계화된 고유의 표준서 및 다양한 석유화학
공정의 납품실적 등이 요구되는 소규모의 종합 엔지니어링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고객의 다
양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발 빠르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열로는 석유/가스 플랜트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 중 하나로 가열로의 성공적인 납품이 전체
플랜트 공사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기기입니다. 또한 대형 EPC 엔지니어
링사들의 석유/가스 플랜트 수주 경쟁에서 가격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가열로
공급업체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재 석유/가스 플랜트 분야에서 최대 강자는
국내 EPC 엔지니어링사이며 국내 유일한 가열로업체인 당사로서는 해외의 타경쟁사보다 영
업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 및 국내 매출 비중을 비교해보면 해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해외시장
의 개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EPC 엔지니어링사를 통하여
해외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내 EPC엔지니어링사의 참여가 저조한 이란과 인도 지역의
경우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EPC 엔지니어링사들의 영업실적 의
존을 줄이기 위하여 중동지역 및 자원부국 위주로 현지업체와의 영업제휴를 활발히 진행하
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란, 인도네시아, 타이완, 말레이시

아, 인도, 이집트 등지의 현지업체와 영업제휴를 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종합상사인 ㈜대
우인터내셔널과 러시아, 중남미,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영업제휴를 위한 MOU를 체
결하였습니다. 현지 업체와 영업제휴의 결과로 당사는 이란지역에서 2007년 이후 5개의 프
로젝트를 이란 사업주로부터 직접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술제휴현황으로는 석유 및 가스 플랜트에서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CB&I사의 자
회사인 러머스 (Lummus Technology Heat Transfer)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러머스(Lummus Technology Heat Transfer)사는 가열로업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
고 있는 업체로 당사는 러머스사와 공동으로 특허분야 가열로인 에틸렌 크렉킹히터, 스팀슈
퍼히터(Steam Supperheater) 및 딜레이드 코커히터(Delayed Coker Heater) 시장에 진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생가능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업지역 다
각화를 위한 해외 현지업체와의 영업적 제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시장점유율
시장규모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고, 해외 경쟁사 대부분이 비상장 업체로서 경쟁사
의 매출규모에 대한 파악이 불가하여,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열로 설비는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에서 필수 기간설비로서 제품의 가격, 성능과
함께 신뢰성, 내구성 및 사후관리 능력이 주요 선정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랜트 내에
설치된 가열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공정의 운전이 불가능하며, 운전 형태가 매
우 다양하여 지속적인 기술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요구하는 스펙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열로의 정상적
인 운전 및 기계적 내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합한 기본/상세 설계 및 제작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기 납품된 시설의 운전실적 평가가 향후 발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
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열로의 입찰은 구매자에 의해 사전 승인된 업체간의 경쟁으로 제
한됩니다. 구매자의 사전 승인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업체의 기본설계 능력 및 다양한
실적보유 유무 입니다. 당사의 경우 모든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가열로의 실적을 보유하
고 있으며, 우수한 기본설계 능력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가열로 입찰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
다.
사업주의 직접 발주와 EPC업체를 통한 발주에 따른 큰 차이점은 없으며, 사업주의 성향에
따라 집적 발주하기도 하며, EPC 업체를 통한 발주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산업용 가
열로 시장은 수출시장이 대부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과 사
이클을 같이하는 등 글로벌 경제상황 및 국제유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가열로 기초 및 상세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전세계의 유전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관련 분야에 당사의 능력을 접목시켜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대체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 석유대체제품의 핵심원료인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구
성된 합성가스(Syngas)를 제조하는 설비의 제작 및 설계를 연구하여, 현재 국내기술은 전무
하며 해외시장에서도 일부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개질기(Reformer)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가 장기적으로는 세계 선두권 진입을 목표로 투자 및 연구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랭식증기응축기(ACC)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
고 있습니다. ACC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업용수의 순환 싸이클에 꼭 필요한 기기
입니다. 바닷물, 강물을 이용하여 발전용 증기를 응축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게, 대기중의
공기를 이용하여 증기를 응축수로 전환시키는 발전용 냉각설비로서, 근래 아프리카와 중동
등 물부족 지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자원 고갈과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ACC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ACC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을 꾀하고 기초 소재부터 독자적 기본설
계 능력 등 사업의 전체적 구성에서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내부 역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내용중 'III.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2010. 12. 31 현재
제 12 기 2009. 12. 31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13 기

제 12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50,880,834,561

39,152,599,644

(1) 당 좌

자 산

50,490,824,156

38,621,814,597

(2) 재 고

자 산

390,010,405

530,785,047

11,103,676,484

8,510,200,387

Ⅱ. 비 유 동 자 산
(1) 투 자

자 산

5,066,143,512

5,236,737,821

(2) 유 형

자 산

4,755,441,848

2,564,945,574

(3) 무 형

자 산

166,877,745

126,339,523

1,115,213,379

582,177,469

계

61,984,511,045

47,662,800,031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1,816,759,805

19,612,291,172

1,244,568,993

1,295,250,481

23,061,328,798

20,907,541,653

3,000,000,000

1,442,395,000

(4) 기타 비유동자산
자

산

총

Ⅱ. 비 유 동 부 채
부

채

자
Ⅰ. 자

총

계

본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Ⅲ. 자 본

조 정

-1,554,104,484

-1,539,353,720

37,477,286,731

26,852,217,098

38,923,182,247

26,755,258,378

61,984,511,045

47,662,800,031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 익 잉 여 금
자

본

총

계

부채및자본총계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3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제 12 기 (2009. 01. 01 부터 2009.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Ⅰ .매

84,201,467,505

71,526,182,253

67,474,415,676

Ⅲ .매 출 총 이 익

19,515,117,607

16,727,051,829

Ⅳ .판 매 관 리 비

4,496,372,712

4,179,497,373

15,018,744,895

12,547,554,456

Ⅵ .영 업 외 수 익

3,940,579,624

4,062,356,445

Ⅶ .영 업 외 비 용

2,038,388,578

4,818,565,256

16,920,935,941

11,791,345,645

Ⅸ .법 인 세 비 용

3,635,936,908

2,003,620,590

Ⅹ .당 기 순 이 익

13,284,999,033

9,787,725,055

Ⅴ .영

액

제 12 기

91,041,299,860

Ⅱ .매

출

제 13 기

출 원 가

업 이 익

Ⅷ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3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제 12 기 (2009. 01. 01 부터 2009.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13 기

1. 처분전이익잉여금

제 12 기

37,293,868,425

26,395,368,345

1) 전기이월잉여금

24,008,869,392

16,607,643,290

2) 당기순이익

13,284,999,033

9,787,725,055

2. 이익잉여금 처분액

1,920,190,800

2,386,498,953

174,562,800

216,820,800

1,745,628,000

2,168,208,000

35,373,677,625

24,008,869,392

1) 이익준비금
2) 배당금
3. 차기이월잉여금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제11기 기말배당 : 주당 6,000원 (액면가 5,000원 기준)
제12기 기말배당 : 주당 8,000원 (액면가 5,000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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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변경후 내용
제35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

변경의 목적
조문 변경

3인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 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준용규정) 이 정관의 제11조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주식매수선택권), 제12조(우리사
주매수선택권),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변경

발행), 제20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
행),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규정
중 상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
항은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
기까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5조의 단서규정은 회사가 한국거
래소에 상장한 후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후보자여부
김방희

1961-07-10

-

본인

이사회

임우일

1951-04-27

-

-

이사회

김성철

1961-01-05

-

-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방희

제이엔케이히터㈜ 대표이사

신화건설 엔지니어링 공정부

-

대림엔지니어링F.H사업부
임우일

제이엔케이히터㈜ 품질경영

유공 장치검사과

이사

대림엔지니어링 검사부

-

대림산업 검사부 장치설계팀
김성철

제이엔케이히터㈜ 관리이사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대림코퍼레이션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조봉순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1966-07-22

추천인

-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봉순

서강대학교 부교수

신한리서치센터 수석연구관

-

국민대학교 조교수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전 기

당 기
3( 0 )

3( 0 )

1,200,000,000

2,000,000,000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감사의 수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전 기

당 기
1

1

10,000,000원

1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