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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 64기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 2011년 3월 18일,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5 본사 회의실 

 

 

* 제 64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4기(2010.1.1~2010.12.3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 

   주주총회에서 주주님들의 참석율이 저조한 경우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어려움이많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서는 원활한 주총 성원을 위하여 주주님들의 의결권 행사여부에 관한 의사표시(하단 「의사표시통지서」참조)가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한 주주님들의 의결권의 찬, 반 비율에 따라대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의사표시통지서」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기재하시어 FAX, 우편, 私送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주총회 회일 5일전(2011.3.12)까지 또는 증권회사로 7일전(2011.3.10)까지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상기 제도는 회사의 원활한 주총 성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주주님께서 「의사표시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총에 직접 참

석하시어 주주님의 고유권리(의결권 등)를 행사함에 전혀 제약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가.「의사표시통지서」우송처  

        - 주소 : (150-8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나. 팩시밀리 송부처: (02) 3774-3244~5  

 

 2011년     3월     3일

 

 

회   사   명 : 대원강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성열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5

(전   화) 02-3455-7300

(홈페이지) http://DWK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박길용

(전  화) 02-3455-7313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의 사 표 시 통 지 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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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주주  성  명                 (인)            2011년 3월     일                                                        주    소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주총승인금액은 총 등기이사 9명에 대한 승인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본인은 2011년 3월 18일에 개최하는 대원강업(주)의 제64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 주

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 행 사

의결권주식수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동환 

(출석률: 100 %)

김도중 

(출석률: 100 

%)

고창현 

(출석률: 100 

%)

찬 반 여 부

1차 2010.1.25

1.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승인 

2. 현금배당결정(1주당 10원) 

3. 계열회사 입보승인[북경대원: 우리은행 일반대 130만불(신규), 

   대원아메리카: 우리은행 일반대 390만불(연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차 2010.4.19 1. 계열회사 입보승인[북경대원: 산업은행 시설대 400만불(신규)] 찬성 찬성 찬성

3차 2010.6.16 1. 계열회사 입보승인[대원아메리카: 변동금리부사채 2,200만불(연장)] 찬성 찬성 찬성

4차 2010.7.19
1. 계열회사 입보승인[북경대원:우리은행 시설대 325만불(신규), 

    대원인디아: SC은행 시설대 230만불(신규)]
찬성 찬성 찬성

5차
2010.10.1

8

1. 신규차입승인의 건(한국수출입은행 신용대 300만불) 

2. 계열회사 입보승인[대원아메리카: 신한은행 일반대 390만불(신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2,700 135 45 -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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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율은 외부감사 종료 전 2010년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769억원) 대비 

  거래금액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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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산

업임. 자동차 제조에는 철   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 여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

어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성과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2) 산업의 성장성 

    2010년도에는 글로벌 경영위기 이후의 빠른 회복세 지속으로 인한 자동차 수요 증가로 당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생산은 전년대비 21.6% 증가하였음.  내수는 국내경기 회복세 지속과 소비심리 개선, 자동차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 및 저금리 할부 등의 마

케팅 강화로 인해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미국, 신흥국 등의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회복세와 국산차의 지속적인 품질 및 신뢰도 

향상, 신 모델 투입확대,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음.  2011년도 내수는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

되지만 경기 및 고용안정세와 차량노후화에 따른 잠재 대체수요 확대, 자동차업계의 다양한 신차출시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4% 증가한 1,5

00천대의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해외생산 확대 등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세계자동차시장

의 회복세 지속과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 가치 상승, 수출전략차종 투입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6% 증가한 2,900천대의 실적을 나타낼 것

으로 예측하고 있음.  2011년 전체 자동차 생산은 내수 및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 증가한 4,400천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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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간에

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기호황시에는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수요 증가와 수요의 고급화 경향을 띄는 반면 경기침제로 소득수준이 낮

아지면 구매력 감소와 경차 구입 등 경제성을 위주로 한 구매패턴을 보이고 있음.   

 

  (4) 경쟁  요소 

     해외 자동차 업체의 국내 자동차산업 진출과 세계 자동차업체의 대형화 등으로 자동차 부품의 구매 방식도 모듈화 및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에 근거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외 부품업체들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들은 해외 진출 등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인수ㆍ합병 및 도태 등으로 구조조

정이 이루어져 대형 부품업체의 탄생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부품업체들도 해외 부품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품질,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내 유일의 종합 스프링 메이커인 당사는 스프링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고 생산성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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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음. 이와 함께 해외시장개척의 일환으로 미국의 BIG3사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코일스프링 및 스테빌라이저바를 수출 중에 있으며, 제품, 소재

뿐만 아니라 설비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음. 또한 당사는 현재 남미, 중국 및 유럽 등 여러 회사와 스프링 

제조기술 이전에 관한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당사의 기술을 세계 여러나라에 제공하는 등 당사의 기술수준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음.    

  

  (5) 자원조달상의 특성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삼원강재 

(계열회사)
매출, 매입 2010.1.1~2010.12.31 1,651 28.62%

대원총업(주) 

(계열회사)
매출, 매입 2010.1.1~2010.12.31 618 10.71%

년   도 2010 2009 2008  2007  2006

자동차생산(천대) 4,272 3,513 3,827 4,086 3,840

자동차수출(천대) 2,772 2,149 2,684 2,847 2,648

수 출 액(백만불) 33,594 22,975 31,907 33,841 29,998

연간생산능력(천대) 4,500 4,500 4,500 4,500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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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제조용 소재는 특수강인 스프링강으로서 국내에서는 포스코, 삼원강재 및 포스코특수강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음. 또한 정

밀 선스프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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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와 공정거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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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동차와 무관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가)영업개황 

    당사는 자동차의 중요 핵심기능 부품인 스프링 및 시트를 생산,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서 자동차 생산판매의 증가에 따라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음. 

  ○ 2010년 매출은 588,29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5% 증가한 실적을 나타내었음.  이는 경기회복 기조와 다양한 신차출시 효과로 인한 소

비심리 회복으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여 당사의 주력제품인 스프링과 시트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손익면에서는 자동차 생산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30% 증가한 35,053 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었음. 

 

 (2) 시장점유율 

   ○ 스프링제품 

    스프링의 경우 주로 자동차에 소요되는 열간스프링 제조업체는 당사와 삼목강업이 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80:20으로 최근 3년간 

점유율의 변화는 없음.  

    자동차 및 각종 산업용에 소요되는 냉간스프링(정밀 선스프링)의 제조업체는 당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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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사업부(현대자동차 소요분 자체조달)가 국내시장의 약4

5%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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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 의해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내수 대 수출(LOCAL 

포함)의 비율은 약 55:45    정도임. 또한 동유럽 및 동남아, 중국등 자동차산업이 성장 초기에 있는 국가로 수출 또는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시

장에의 진출이 유망한 업종임.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특별한 사항 없음.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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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조직도 

제 64 기 2010. 12. 31 현재

제 63 기 2009.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4기 제 63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33,692,367,047 78,401,175,684

(1)당   좌   자   산 106,393,893,556 61,951,922,716

(2)재   고   자   산 27,298,473,491 16,449,252,968

Ⅱ. 비 유 동   자 산 443,242,686,290 417,669,089,587

(1)투   자   자   산 145,665,170,179 135,196,947,129

(2)유   형   자   산 290,941,362,008 276,873,978,355

(3)기타비유동자산 6,636,154,103 5,598,164,103

    **자  산  총  계** 576,935,053,337 496,070,265,271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93,495,561,225 132,244,680,062

Ⅱ. 비 유 동   부 채 68,891,921,002 78,715,892,030

    **부  채  총  계** 262,387,482,227 210,960,572,092

Ⅰ. 자      본      금 31,000,000,000 30,000,000,000

Ⅱ. 자 본   잉 여 금 81,412,842,013 83,552,187,230

Ⅲ. 자   본   조   정 (-)6,292,860,775 (-)2,773,263,341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3,350,713,918 101,673,002,702

Ⅴ. 이 익   잉 여 금 105,076,875,954 72,657,766,588

    당 기   순 이 익 

     당   기:  35,053,225,236원 

     전   기:    5,986,839,413 원

    **자  본  총  계** 314,547,571,110 285,109,69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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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64기 : 1주당 현금배당 75원 

    63기 : 1주당 현금배당 10원, 주식배당률 3.38468%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부채와 자본총계** 576,935,053,337 496,070,265,271

제 64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제 63 기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4 기 제 63 기

Ⅰ. 매   출   액 588,293,467,685 401,544,475,917

Ⅱ. 매 출 원 가 532,165,001,012 368,472,302,203

Ⅲ. 매출총이익 56,128,466,673 33,072,173,714

Ⅳ. 판매비와관리비 33,454,970,794 27,799,628,215

Ⅴ. 영 업 이 익 22,673,495,879 5,272,545,499

Ⅵ. 영업외수익 32,966,791,209 26,385,276,604

Ⅶ. 영업외비용 12,991,095,137 23,357,500,196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2,649,191,951 8,300,321,907

Ⅸ. 법인세비용 7,595,966,715 2,313,482,494

Ⅹ. 당기순이익 35,053,225,236 5,986,839,413

    기본 주당 당기순이익 

     희석 주당 당기순이익  

574 

574

109 

109

제 64 기 (2010. 1. 1 부터 2010. 12. 31 까지)

제 63 기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4 기 제 63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96,814,986,472 64,490,239,788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1,796,123,918 58,503,400,375

 2. 당  기  순  이  익 35,018,862,554 5,986,839,413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5,029,070,000 2,694,115,870

 1. 이  익  준  비  금 458,000,000 60,000,000

 2. 현  금  배  당  금 

     (주당배당금(율) 

       보통주-당기: 75원(15%) 

                  전기: 10원(2%)

4,571,070,000 590,897,600

 3.  주   식   배  당  금  

         (주당배당금(율) 

         보통주-당기: - 

                   전기: 16.92원(3.38468%) 

- 1,000,000,000

 4. 자기주식처분손실 - 1,043,218,270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1,785,916,472 61,796,123,918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허승호 1962.10.17 - 당질 이사회

성열각 1950.08.04 - 없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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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허재웅 1953.04.13 - 제 이사회

정찬기 1954.01.08 - 없음 이사회

김도중 1958.10.29 사외이사 후보 없음 이사회

총 ( 5 ) 명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허승호 대원강업(주) 부회장
1999년  대원강업(주)  사  장   

2006년 (現)대원강업(주) 부회장 
해당사항 없음

성열각 대원강업(주) 사장
1998년  대원강업(주) 부사장  

2006년  (現)대원강업(주) 사   장 
해당사항 없음

허재웅 대원강업(주) 부사장
2008년  대원강업(주) 상임고문   

2010년  (現)대원강업(주) 집행임원(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정찬기 대원강업(주) 부사장
2007년 대원강업(주) 집행임원(전무) 

2009년 (現)대원강업(주) 집행임원(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김도중 대원강업(주) 사외이사
1992년 (現) 울산대학교 교수  

2005년 (現)대원강업(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9( 3 ) 11( 3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7억원 31억원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20백만원 1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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