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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2009년  3월  5일

 
 

회   사   명 : 대원강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성열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5

(전   화)3455-7300

(홈페이지)http://WWW.DWK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박길용

(전  화)3455-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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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출석률: 83%)

김도중 

(출석률: 83%)

고창현 

(출석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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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반 여 부

제62기 1차 2008.01.28

1.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승인 

2. 현금배당 결정(1주당 800원) 

3. 주식분할 결정(1주당 5,000원 →500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62기 2차 2008.03.21 1. 대표이사 재선임(허승호 부회장, 성열각 사장) 찬성 찬성 찬성

제62기 3차 2008.05.15 1. 타법인 출자 결정 승인(대원폴란드 9,558백만원) 불참 불참 불참

제62기 4차 2008.07.21

1. 계열회사 지급보증 승인[북경대원 무역금융20.8억원, 

 대원아메리카 운영자금 31.2억원, 세윤철강 지급보증(포스코) 9.6억

원]

찬성 찬성 찬성

제62기 5차 2008.09.05 1. 계열회사 지급보증 승인(폴란드 D&D사 시설자금 76.5억원) 찬성 찬성 찬성

제62기 6차 2008.11.19
1. 자기주식신탁 계약기간 연장의 건 승인[한국투자증권 5억원   5년간

(2008.11.20~2013.11.19)]연장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 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2,400 126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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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승인금액은 총 등기이사 11명에 대한 승인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삼원강재 

    (계열회사)

매    입 2008.1.1∼2008.12.31     1,120 34.6

매    출 2008.1.1∼2008.12.31        12  0.4

계    1,132 35.0

대원총업(주) 

 (계열회사)

매    입 2008.1.1∼2008.12.31         2  0.0

매    출 2008.1.1∼2008.12.31      472 14.6

계      474 14.6

매    입 2008.1.1∼2008.12.31      16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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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정밀공업(주) 

(계열회사)
매    출 2008.1.1∼2008.12.31         1 0.0

계     169 5.2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일부분으로서,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의 제조,      유통, 운행에 연관된 산업까지도 포괄하는 국가의 핵심산업임. 자동

차 제조에는 철   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 여개의 부품     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성과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2) 산업의  성장성 

    자동차 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을 발판으로 내수     및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한국자동차 산업은 지난 

76년 이후 97년    까지 총 2,280여 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으며, 1996년에는 총 281만 대의 자동차 를 생산하여 세계 제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

었음.  그러나,  97년 하반기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래 내수 자동차 수요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위축되어 1998년에 자동차 생산이 

1997년도의 69% 수준에 머무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9년도에는 1997년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지속적인 자동차 내수 및 수출 증

가로 3,115천 대의 생산실적을 나타내어 자동차 생산 세계 5위를 기록하였음.   2008년도에는 국내외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및 국내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3% 감소한 내수판매 실적을 나타내었으며, 수출면에서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서유럽 국가의 침체와 

일부국가의 금융위기,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7% 감소한 실적을 나타내었음. 

2008년도의 전체 자동차 생산실적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실물경제에 전이되면서 국내경제에도 영향

을 끼쳐 자동차수출 및 내수판매 모두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6.4% 감소한 실적을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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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내수판매는 국내외의 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극도로 악화되고, 세계적인 금융불안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인해 내수시장이 급속

도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9.1% 감소한 105만대의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은 국산차의 가격경쟁력 상승 및 품질개선, 수출 전

략차종 투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시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5% 감소한 255만 

대의 수출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009년 전체 자동차생산은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감소로 전년대비 5.9% 감소한 360만 대의 자동차 생산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년   도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자동차생산(천대) 3,827 4,086 3,840 3,699 3,469 3,178

 자동차수출(천대) 2,684 2,847 2,648 2,586 2,380 1,815

 수 출 액(백만불) 31,907 33,841 29,998 26,925 24,050 17,433

 연간생산능력(천대)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참고 : KD 수출은 제외하였으며, 자료는 자동차통계월보를 참조하였음) 

 

(3) 경기  변동의  특성 

    자동차 부품의 수요는 자동차 경기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 소비재로서 소비자의 구매형태와 소득 수준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기호황시에는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수요 증가와 수요의 고급화 경향을 띄는 반면 경기침제로 소득수준이 낮아지면 구매력 감소와 

경차 구입 등 경제성을 위주로 한 구매패턴을 보이고 있음.   

 

(4) 경쟁  요소 

자금부족에 시달려온 쌍용자동차는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경영권 포기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GM-대우 또

한 모회사인 미국 GM의 경영 악화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고, 해외 자동차 업체의 국내 자동차산업 진출과 세계 자동차업체의 대형화 등으로 자동

차 부품의 구매 방식도 모듈화 및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에 근거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외 부품업체들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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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들은 해외 진출 등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인

수ㆍ합병 및 도태 등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대형 부품업체의 탄생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부품업체들도 해외 부품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세

계수준의 품질,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내 유일의 종합 스프링 메이커인 당사는 스프링 일관생산체제를 갖추

고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및 관련기술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스프링 부문 및 시트 부문에 대한 ISO/TS 16949 인증을 보유하여 품질면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스프링 부문 및 시트 부문에 대한 ISO 14001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해외시장개척의 일환으로 미국의 BIG3사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코일스프링 및 스테빌라이저바를 수출 중에 있으며, 제품, 소재뿐만 아니라 설비수

출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음.   또한 당사는 현재 남미, 중국 및 유럽 등 여러 회사와 스프링 제조기술 이전에 관한 기술제

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당사의 기술을 세계 여러나라에 제공하는 등 당사의 기술수준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음.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스프링 제조용 소재는 특수강인 스프링강으로서 국내에서는 포스코, 삼원강재 및 포스코특수강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음. 또한 정밀 선스프링

용 선재는 고려제강 등 국내업체 이외에도 일본의 여러 업체로부터 장기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음.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자동차산업 관련 법령 및 각종 정부규제로서는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등 자동차의 안전관련 규제, 배기가스, 소음, 유해물질 등 환경 규제와 공정거래

관련 규제, 수출입 관련 규제, 교통운수 관련규제 및 각종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 등이 있음. 

특히, 현재 자동차의 구매／등록／소유／운행과정에는 모두 1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유사 성격의 세금을 중복 부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동차와 무관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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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동차의 중요 핵심기능부품인 스프링 및 시트를 생산,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자동차 생산 판매의 증가에 따라 꾸준한 성장

을 거듭해 왔음. 

 

○ 2008년중의 매출실적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자동차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지법인 등으로의 설비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당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4,739억원을 기록하였음.

 

○손익면에서는 자동차 생산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6.8% 감소한 59억1천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음.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①사업부문의 구분방법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부품제조업 부문을 제외한 기타부문의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배적 단일 사업부문으로써 부문별   기재를 생략함. 

 

(2) 시장점유율

○스프링제품 

 - 스프링의 경우 주로 자동차에 소요되는 열간스프링의 제조업체는 당사와 삼목강      업이 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80:20으로 최근 3년간 점유

율의 변화는 없음. 

  - 자동차 및 각종 산업용에 소요되는 냉간스프링(정밀 선스프링)의 제조업체는 당     사를 비롯하여 국내에 수백여개가 있음. 

    제품별 용도, 형태, 크기, 사용재료 및 요구품질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당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시트제품 

 -국내의 각종 차량용(자동차 및 철도시트 포함) 시트 제조업체는 현대자동차의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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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현대자동차 소요분 자체조달)가 국내시장의 약45%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당사, (주)고려, 엠시트, 대원산업, 한일이화,  (주)한일, JCI, DAS 등 다수의 

    업체가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비슷한 정도임. 

 

(3) 시장의 특성

○ 당사의 주요제품인 차량용 스프링 및 시트의 주요시장은 자동차회사이며, 전량 주 

    문에 의해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내수 대 수출(LOCAL 포함)의 비율은 약 65:35    정도임.  

    또한 동유럽 및 동남아, 중국등 자동차산업이 성장 초기에 있는 국가로 수출 또는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시장에의 진출이 유망한 업종임.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특별한 사항 없음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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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上記"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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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대 차 대 조 표 

제 62 기 2008. 12. 31 현재

제 61 기 2007. 12. 31 현재

(단위 :원 )

과        목 제 62 기 제 61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92,285,706,276 75,730,546,228

 (1)당   좌   자   산 69,424,912,933 52,277,909,646

 (2)재   고   자   산 22,860,793,343 23,452,636,582

Ⅱ. 비 유  동 자 산 406,865,440,646 247,603,513,590

 (1)투   자   자   산 113,712,274,105 76,494,908,284

 (2)유   형   자   산 288,018,883,482 166,927,953,447

 (3)기타비유동자산 5,134,283,059 4,180,651,859

      **자  산  총  계** 499,151,146,922 323,334,059,818

 부                    채

Ⅰ.유   동   부   채 151,241,575,938 120,831,606,648

Ⅱ.비 유 동  부 채 74,610,567,891 31,615,312,803

   **부 채 총 계** 225,852,143,829 152,446,91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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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자      본      금 30,000,000,000 30,000,000,000

Ⅱ.자 본 잉 여 금 81,161,540,871 80,986,776,400

Ⅲ.자   본  조   정 (-)12,108,511,539 (-)12,175,314,996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4,305,660,986 3,690,240,697

Ⅴ.이익잉여금 69,940,312,775 68,385,438,266

(당기 순이익 

           당   기:  5,911,343,309 원  

           전   기:  9,357,332,700 원       

   **자  본  총  계** 273,299,003,093 170,887,140,36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99,151,146,922 323,334,059,818

 
 
 

                             손 익 계 산 서 

제 62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61 기 　　 (2007. 01. 01 부터 2007. 12. 31 까지)

(단위 :원 )

과            목 제 62 기 제 61 기 

Ⅰ. 매   출    액 473,903,637,803 454,104,371,274

Ⅱ. 매 출  원  가 439,888,441,967 419,228,165,843

Ⅲ. 매출총이익 34,015,195,836 34,876,2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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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판매비와 관리비 38,138,594,036 29,435,492,221

Ⅴ. 영 업 이 익 (-)4,123,398,200 5,440,713,210

Ⅵ. 영업외수익 32,819,245,509 14,690,871,802

Ⅶ. 영업외비용 21,707,302,429 9,208,258,311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988,544,880 10,923,326,701

Ⅸ. 법인세비용 1,077,201,571 1,565,994,001

Ⅹ. 당기순이익 5,911,343,309 9,357,332,700

 [기본 주당 당기순이익, 

  희석 주당 당기순이익 

     당   기:  108원 

     전   기:  164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62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61 기 (2007. 01. 01 부터 200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2 기 제 61 기

Ⅰ. 처분전 이익잉여금 62,100,785,975 59,981,911,466

  1.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56,189,442,666 50,624,57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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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  기  순  이  익 5,911,343,309 9,357,332,700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1,000,000,000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 1,000,000,000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3,597,385,600 4,792,468,800

  1. 이 익 준 비 금 328,000,000 436,000,000

  2. 배    당    금 3,269,385,600 4,356,468,800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 

     보통주: 당    기:  60원 

                전    기:  80원         

3,269,385,600 4,356,468,800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58,503,400,375 56,189,442,666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62기 제61기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주당배당금 60원 - 80원 -

배 당 총 액 3,269,385,600원 - 4,356,468,800원 -

시가배당율 3.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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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허재철 1947.06.19 - 본인 이사회

박길용 1954.11.19 -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허재철 대원강업(주) 회장

1997년 대원강업(주) 사   장 

1999년 대원강업(주) 부회장 

2006년 (現)대원강업(주) 회  장

해당사항 없음

박길용 대원강업(주) 상무

1992년 대원강업(주) 부   장 

2000년 대원강업(주) 집행임원 

2006년 (現)대원강업(주) 상   무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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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1(3 ) 11(3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4억원 24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30백만원 13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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