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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보 고 서

 

                          제19기(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1.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 내용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1) 열병합발전업

2) 증기 생산 및 판매업

3) 전기 생산 및 판매업

4) 토목 건설업

5) 건물 건설업

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 탈황석고 생산 및 판매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9) REC판매업

10) 태양전지용 석영도가니 제조 및 판매업

11) 태양전지용 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

12) 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업

13) 수출입업 및 위탁대행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15)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제조 및 판매업

16) 반도체용 석영도가니 제조 및 판매업

17) 고순도 합성석영 제조 및 판매업

1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2) 중요한 사업의 내용

 

 

 

(3) 사업장 현황 

 

 

사업장의 명칭 소 재 지

본 사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333

제천지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학산로 14 아세아시멘트 공장 내

논산 태양광발전소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산업단지로5길 70 삼광글라스 논산공장 내

QT사업부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9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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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업원 현황

                                                                                                         (단위 : 명) 

 

 

(5)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

                                                                                                   (단위 : 주, 원) 

 

2)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주, 백만원) 

 

3) 주식사무

 

 

 

(6) 사채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리사무직 생산직 기 타 계

남 65 76 - 141

여 10 1 - 11

계 75 77 - 152

주식의 종류 주식수 자본금 구성비(%) 비고

기명식 보통주 10,410,000 52,050,000,000 100%
구성비 :

주식수 기준

년 월 일 주식의 종류 수량 액면가액 발행가액
증자후 자본

금
증자내용

2001.11.01 보통주 10,000 5,000 5,000 50 설립

2006.02.01 보통주 6,000,000 5,000 5,000 30,050 유상증자

2006.03.25 보통주 400,000 5,000 5,000 32,050 유상증자

2006.06.30 보통주 400,000 5,000 5,000 34,050 유상증자

2006.09.27 보통주 400,000 5,000 5,000 36,050 유상증자

2006.12.11 보통주 1,200,000 5,000 5,000 42,050 유상증자

2008.03.27 보통주 2,000,000 5,000 5,000 52,050 유상증자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개최 3월중

주주명부 폐쇄기간 1월1일부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공   고

주권의 종류 보통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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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1) 영업의 개황

[발전부문]
당사는 2001년 11월에 설립되어 전라북도 군산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2005년 4월 산업

통상자원부(구,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득하고 전라북도 군산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여 2008년 4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16개의 증기 수요처

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자체 사용 후 모두 한

전에 역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

합하고 회사의 재무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재생연료인 목재펠릿(바이오매스)을 지난

2016년 10월부터 혼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증기매출처의 확보를 통해 기본

매출과 수익이 보장되며, 추가적인 발전을 통한 매출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매출로 인해 수

익성이 더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생산실적

                                                                                      (단위 : 천MWH, 천Ton) 

 

(3)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종 목 발행일자 권명총액 발행방법 연이자율 만기일

제2회 무보증 2018.03.20 20,000 사모 3.65% 2020.03.20

제3회 무보증 2018.06.28 30,000 사모 3.60% 2021.06.28

제4회 무보증 2018.10.15 20,000 사모 3.60% 2021.10.15

제5회 무보증 2018.11.27 20,000 사모 3.65% 2020.11.27

제6-1회 무보증 2019.04.25 130,000 공모 2.23% 2022.04.25

제6-2회 무보증 2019.04.25 170,000 공모 2.63% 2024.04.25

제7-1회 무보증 2019.10.15 150,000 공모 1.95% 2022.10.15

제7-2회 무보증 2019.10.15 100,000 공모 2.36% 2024.10.15

합계 - 640,000 - - -

구분
제 19 기

(2019.1.1~2019.12.31)

제 18 기

(2018.1.1~2018.12.31)

제 17 기

(2017.1.1~2017.12.31)

전력생산량 3,302 3,170 3,250

스팀생산량 13,779 13,156 13,534

구  분

제 19 기

(2019.1.1~2019.12.31

)

제 18 기

(2018.1.1~2018.12.31

)

제 17 기

(2017.1.1~2017.12.31

)

매출액 증기판매수익 132,221 139,942 13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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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별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주요설비 신설 및 확장과 자금조당 등

- 해당사항 없음

 

 

 

3. 모회사, 자회사 및 기업결합 사항 등 
 
(1) 모회사 현황

 

 

(2) 자회사 현황

 

 

(3) 관계기업

 

전력판매수익 267,674 268,131 237,233

REC판매수익 78,892 138,240 138,414

제품판매수익 2,906 7,379 5,641

합 계 481,693 553,692 520,786

모회사 상호 (주)이테크건설

모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염곡동, 송암빌딩)

모회사 자본금 14,000백만원

모회사 주요사업 플랜트, 토건, 터미널사업

소유주식수 4,962,900주

소유비율 47.67%

거래관계 발전소 건설거래

자회사 상호 에스엠지에너지(주)

자회사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297

자회사 자본금 18,040백만원

자회사 주요사업 발전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소유주식수 2,954,000주

소유비율 81.87%

거래관계 관리운영위탁거래

상호 에스지개발(주)

소재지 전락북도 군산시 임해로 297

자본금 57,000백만원

주요사업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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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자회사에 대한 임원겸직 현황

 

 

(5) 합병에 관한 사항

  - 합병기준일 : 2019년 12월 30일

  - 합병비율 : 1 : 0.0000086

  - 합병신주 발행주식수 : 없음

  - 증가된 보통주 자본금 : 없음

 

 

 

4. 최근 3년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1) 연결재무제표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소유주식수 3,400,000주

소유비율 29.82%

거래관계 해당사항 없음

겸 직 임 원 겸 직 회 사

성 명 직 위 회사명 직 위 비 고

박준영 대표이사 에스엠지에너지(주) 대표이사 등기임원

이복영 이사

(주)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등기임원

삼광글라스(주) 대표이사 등기임원

에스엠지에너지(주) 이      사 등기임원

표영희 전무
에스지개발(주) 이      사 등기임원

에스엠지에너지(주) 감      사 등기임원

이병목 상무 에스지개발(주) 대표이사 등기임원

구 분
제 19 기

(2019.1.1~2019.12.31)

제 18 기

(2018.1.1~2018.12.31)

제 17 기

(2017.1.1~2017.12.31)

매출액 481,694 553,692 520,787

매출원가 403,476 450,119 395,631

매출총이익 78,218 103,573 125,156

판관비 9,355 6,147 5,159

영업이익 68,863 97,426 119,997

영업외수익 7,895 1,641 1,842

영업외비용 36,153 30,724 31,940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40,605 68,343 8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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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상태

                                                                                                  (단위 : 백만원) 

 

 

(2) 별도재무제표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법인세비용 13,876 3,329 22,663

당기순이익 26,729 65,014 67,236

구 분
제 19 기

(2019.12.31)

제 18 기

(2018.12.31)

제 17 기

(2017.12.31)

유동자산 197,446 142,317 120,452

비유동자산 1,288,727 1,216,335 1,176,816

자산총계 1,486,173 1,358,652 1,297,268

유동부채 281,165 427,835 382,887

비유동부채 778,833 518,158 555,964

부채총계 1,059,998 945,993 938,851

자본금 52,050 52,050 52,050

기타불입자본 (6,686) (2,986) (1,623)

기타자본구성요소 (159) (159) (81)

이익잉여금 379,123 363,747 306,309

비지배지분 1,847 7 1,762

자본총계 426,175 412,659 358,417

부채와 자본총계 1,486,173 1,358,652 1,297,268

구 분
제 19 기

(2019.1.1~2019.12.31)

제 18 기

(2018.1.1~2018.12.31)

제 17 기

(2017.1.1~2017.12.31)

매출액 478,817 546,362 515,174

매출원가 396,005 438,889 389,156

매출총이익 82,812 107,473 126,018

판관비 7,051 8,779 5,581

영업이익 75,761 98,964 120,437

영업외수익 8,475 1,691 1,823

영업외비용 37,815 29,438 32,655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46,421 70,947 89,605

법인세비용 13,876 3,329 22,662

당기순이익 32,545 67,618 6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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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상태

                                                                                                  (단위 : 백만원) 

 

 

 

5. 회사가 대처할 과제 

회사는 대내외 경기침체 및 유가, 환율 등의 외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위해 설

비의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안전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처하고자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을 선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신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시설과 배기가스의 실시간 모니

터리을 통해 지역사회의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철저한 안전 지침과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과 국내발전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회사

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6. 이사 및 감사현황 

 

구 분
제 19 기

(2019.12.31)

제 18 기

(2018.12.31)

제 17 기

(2017.12.31)

유동자산 183,030 116,381 111,291

비유동자산 1,140,302 1,118,243 1,138,962

자산총계 1,323,332 1,234,624 1,250,253

유동부채 205,090 344,644 338,508

비유동부채 693,833 477,468 555,420

부채총계 898,923 822,112 893,928

자본금 52,050 52,050 52,050

기타자본구성요소 (4,358) 163 (81)

이익잉여금 376,717 360,299 304,356

자본총계 424,409 412,512 356,325

부채와 자본총계 1,323,332 1,234,624 1,250,253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주요 약력 회사와의 거래관계

대표이사 박준영 경영총괄 OCI(주) 군산공장 공장장 해당 없음

이사 이복영 사내이사

OCI(주) 대표이사

삼광글라스(주) 대표이사

이테크건설 대표이사

해당 없음

이사 표영희 경원지원부문장 OCI(주) 군산공장 관리팀장 해당 없음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Page 7



 

 

 

7. 주요 주주현황 

 

 

 

 

8. 타회사에 대한 주요 출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주요 채권자 등 

                                                                                                  (단위 : 백만원) 

 

 

 

10. 결산기 후에 생기 중요한 사실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이사 신상규 사외이사 법무법인(유한)동인 변호사 해당 없음

감사 김영현 감사

전북 지방세심의위원

군산시청 지방세심의위원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당 없음

주 주 명 주식수(주) 지분율(%) 비 고

(주)이테크건설 4,962,900 47.67 특수관계인(최대주주)

삼광글라스(주) 2,607,100 25.05 특수관계인

이원준 1,272,654 12.23 특수관계인

이우성 1,265,225 12.15 특수관계인

이광수 17,329 0.17 특수관계인

권영만 12,378 0.12 특수관계인

기타주주 272,414 2.61 -

합 계 10,410,000 100.00 -

채권자명 채권액 비 고

한국산업은행 99,400 일반대 및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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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영업보고서는 상법 제 447 조의 제 2 항 상법시행령 제 17 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당

사에 해당사항이 없는 일부 항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20년 3월 13일 공시 예정인 제19기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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