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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42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 18조에 의거 제42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농심관 이벤트 홀 (지하 1층)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2번 출구에서 약 300m)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 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
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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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임희택
(출석률: 100%)
의결현황

제 4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1

2014.01.29

2

2014.01.29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가결

3

2014.01.29 신규임원 선임의 건

가결

4

2014.02.10

5

2014.02.13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6

2014.02.24 소 제기의 건

가결

7

2014.03.03

8

2014.03.14 대표이사 선임의 건(송녹정/재선임)

가결

9

2014.03.14

신규임원 선임의 건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10

2014.04.25

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 증액의 건
- 거래은행 : 하나은행 가산디지털지점

가결

11

2014.06.18 우리은행 구매카드 방식 변경에 따른 재 약정의 건

가결

12

2014.08.22 2014년도 임원(등기, 미등기)보수 조정의 건

가결

13

2014.09.16

일반자금대출한도 약정의 건
- 차입은행 : 신한은행 보라매역금융센터

가결

14

2014.09.16

원화지급보증한도 설정의 건
- 차입은행 : 신한은행 보라매역금융센터

가결

15

은행 여신(대출한도 약정)에 관한 건
- 거래은행 : 한국씨티은행 기업영업부 센터
2014.09.30 - 거래종별
1) 당좌대출한도
2) 일반대출한도

가결

16

사채발행의 건
- 제 11회 무보증사채 (\70,000,000,000)
2014.10.17 - 2014년 11월 03일 발행, 3년 만기 일시상환
- 대표주간사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舊 우리투자증권 (주))

가결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
- 한영회계법인 (향후 3개 사업연도 : 42기 ~ 44기)

제 3자를 위한 연대보증의 건
- 차입회사 : YOUL CHON VINA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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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입신용장 약정의 건
2014.11.06 - 거래은행 : 신한은행 보라매역금융센터
- 차입과목 : 일람불 수입신용장

가결

18

2014년도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경영고문 선임의 건
2014.12.26 계열회사와의 거래승인의 건
- 거래회사 : (주)농심 외 9개사
- 승인기간 : 2015.01.01~2015.12.31

가결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

-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1

2,000,000

42,000

42,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보수한도액이며 지급액은 사외이사 1명에 대한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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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주)농심
(계열회사)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매출거래

2014.01.01~2014.12.31

165,754,549

36.68

매입거래

2014.01.01~2014.12.31

93,867

0.02

소계

2014.01.01~2014.12.31

165,848,416

36.70

※ 위 비율은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며, 매출거래는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거래합니다.
실거래는 수시로 발생하고 위 거래금액은 2014년도 1년 간 실거래금액입니다.
※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매출총액기준 총 거래액 5% 이상을 기재하였습니다.
- 2014.12.31 매출액 : 451,934,965,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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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① 포장사업부문
플라스틱 필름, 종이, 알루미늄 등에 그라비어 인쇄 및 접합, Slitting 등 가공 생산
공정을
거처 식품 종류인 라면, 스낵, 냉동식품, 레토르트 등과 생활용품류인 섬유 유연제, 세제류
및 화장품, 의약품, 산업용 포장지, 치약 등의 포장용 튜브 등 각종 포장지를 제조, 판매
② 필름사업부문
Polypropylene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용융 압출 및 냉각 과정을 거쳐 생산되며, 생산방식에
따라 OPP, CPP, Shrink Film으로 구분됨. 주 용도로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식품, 문구, 섬유 등의 제품 포장재와 일반 산업재인 이형용, 전사용으로 사용됨
③ 전자소재사업부문
광학 PET Film, 종이 등의 기초 소재에 Silicone, 점착제, 접착제 등을 박막으로 코팅하여
IT, 자동차, 건축산업 등에 사용되는 광학 Film류, 보호 Film류, 이형 Film류 생산과 휴대폰
의 리튬폴리머 밧데리를 포장하는 Cell Pouch 등을 생산 및 판매
④ 판지사업부문
원지를 투입하여 콜게이트 공정을 통해 생산된 골판지 원단에 인쇄, 타발 가공을 하여 골판
지 상자를 생산한 후 라면, 스낵 및 기타 상품의 외 포장 등의 용도로 판매
2) 산업의 성장성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42기

41기

40기

39기

38기

포장사업부

177,324

193,318

190,091

188,985

174,187

필름사업부

106,158

87,512

76,922

73,431

66,077

판지사업부

37,780

39,480

41,635

40,787

35,492

전자소재사업부

130,673

120,343

97,054

73,432

66,927

총계

451,935

440,653

405,702

376,635

342,683

※ 사업부의 변화
- 제 42기 부터 연포장사업부는 포장사업부로, 소재사업부는 전자소재사업부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 기존 소재사업부가 영위하던 튜브제품 사업영역은 41기 부터 포장사업부로 이관
되었습니다.
- 40기 이전의 실적은 변동된 사업부 내용에 따라 재작성 되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포장산업은 식품산업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식품산업은 국내 소비경제의상황과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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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즉, 당사가 영위하는 포장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를 지니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최근 포장산업 전반에 걸친 국제 경쟁력은 범용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고부가 기능성 포장재
의 설비 및 기술적 차별화와 포장재 관련 소재의 차별화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
장재의 제품 보호와 유통성의 기본적 기능은 국가 간, 관련 제조업체 간품질평준화로 인하여
핵심 경쟁요소가 아닌 포장재의 편의성, 기능적 차별성 및 친환경포장소재 및 선도유지 포장
소재 개발 등과 그 제조 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포장재 제조기업의 설비 개체와 품질 수준 업그레이드로 인하
여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오랜 포장재 제조 경험과 축적된 기
술을 당사의 BOPP등 포장소재의 제조 기술과 접목하여 고품질의 기능성 포장소재의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포장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고객 만
족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납기와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가격경쟁력 확보
를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원가혁신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미래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전자산업소재산업은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의 주
요 소재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제조 생산 라인 운영능력을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산업 수준은 TV는 물론 스마트폰 시장의 급 성장과 함께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생산능력과 최고수준의 품질로서 국내 경제성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
련한 소재 역시 정밀가공과 섬세한 관리 기술을 요함은 물론 고도의 청결제조설비의 보유 및
운영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시장상황에발맞춘 관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신제품 개
발에 대응하는 신속한 신제품개발 역량이 전자산업소재분야의 핵심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
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 2012.07.30 제 10회 무보증회사채 400억원 발행 (3년 만기)
- 2014.11.03 제 11회 무보증회사채 700억원 발행 (3년 만기)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특이사항 없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영업개황
2014년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재 시장 부진의 여파가 큰 한 해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가
간의 분쟁과 격화되어가는 중동 상황은 경기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침체를 지나오면서 신흥국들의 낮아진 경기 체력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경
기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켰고 선진국의 디커플링과 이를 따라가려는 다른 국가간의
견제와 압박이 첨예하게 대립한 한 해입니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
형성되어 원가 개선의 여지가 있었던 한 해였지만
대규모 투자로 인한 비용의 증가, 악화되는 시장상황으로 인해 당사는 수익 부분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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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었고 침체되어 있는 소비재시장은 비단 율촌화학 뿐만이 아닌 제조
업 전체의 위기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당사는 기존의 사업영역에 만족하지 않고 R&D 투자
와 다양한 시장확보를 통해 이런 위험을 희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충분한 생산 여력을 갖춘 필름사업부는 국내시장
뿐만이 아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전자소재 사업부 역시 새로운 제품과 높
은 기술력으로 신규 기술과 시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장사업부와 판지 사업부도 율
촌화학의 강력한 Cash Cow 역할을 해 내며 안정적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율촌화학은 매출액 부문에서 전년대비 2.5% 증가한 총 4,519억의 실적을, 순이익
부문에서 60.9% 감소한 144억의 실적을 실현하였습니다.
올해 율촌화학은 안정적인 매출 증대와 폭넓은 시장확보를 통해 신성장동력과 안정성을 동
시에 추구하는 한 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율촌화학은 "精銳化"를 경영지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시장의 불안성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이때,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
가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전사, 모든분야가 자신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스스
로 정예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선도기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의 연포장, Film, 골판지등 포장재 및 포장관련 소재사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농심을
비롯한 국내 대표 우량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시장점유율 1위 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며, 이형지, 점착소재등 전자소재사업 역시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관련 업계의 상위권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영위하
고 있는 산업 전반에 대해 그 소재의 종류와 분야가 다양하여 정확한 국내 시장 점유율은 추
정하기 힘듭니다.
(3) 시장의 특성
- 연포장 시장
연포장 시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 소비재 관련시장에서 건축, 의료, 전기 전자 관련산업재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재와 관련한 연포장
시장은 내수 경기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계절적 수요변동이 큰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친 환경의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포장 경량화및 Slim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범용포장재의 경우 Global 품질평준화와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제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 Film 시장
BOPP, CPP, 수축필름은 전통적으로 우수한 인쇄성과 가공 용이성으로 연포장재의대표 소
재로서 연포장 시장의 수급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Film의 주요 원
재료인 P.P Resin은 국제 유가변동과 국제수급 변화에 많은 영향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
습니다.
Film 시장 역시 포장재관련 소재시장 외에도 산업 소재용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조설비 고
도화와 고부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전자소재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및 터치패널 관련 산업의 발전과 비약적인 수요 확대와 함께 관련 소재
의 수요 확대 등 관련산업 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첨단 소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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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 고 정밀, 무 결점의 양산품질 요구와 시장 요구에 맞춘 신속한 신제품 개발이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시장 내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비교적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시장의 요구와 기술적 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D 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역량 제고에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판지분야
판지분야는 인터넷 및 택배, 홈쇼핑 등에 의한 골판지 상자 수요의 증가와 농산물시장에서의
소분 포장 판매 증가로 인해 국내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높은 원재료비 비율
로 인하여 국제 원지가격 변동에 민감하며, 또한 운송, 보관비등의 유통비용에 많은 영향으로
판매지역이 한정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골판지의 지속적인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해 골판지관련 산업 수요증가에 대응할 것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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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영업개황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15년 3월 3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
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2 기 2014. 12. 31 현재
제 41 기 2013. 12. 31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42 기

제 41 기

자산
유동자산

239,162,281,100

197,513,074,889

28,985,277,954

3,886,571,135

9,000,000,000

9,180,000,000

매출채권

131,400,227,506

126,466,289,560

기타채권

2,973,396,963

2,789,185,780

381,530,000

12,680,000

62,008,089,621

52,536,156,235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금융자산
재고자산
단기법인세자산

2,097,028,585

기타유동자산

2,316,730,471

2,642,192,179

327,072,265,990

325,354,457,997

장기금융상품

1,146,000,000

1,026,000,000

기타채권

9,343,280,150

8,885,035,070

306,995,000

644,035,000

유형자산

309,164,750,201

307,357,068,193

무형자산

6,857,507,346

7,243,481,755

253,733,293

198,837,979

566,234,547,090

522,867,532,886

유동부채

161,456,050,660

143,869,758,309

매입채무

50,945,344,332

56,446,714,887

기타채무

12,375,790,305

13,525,616,061

단기차입금

56,462,208,000

68,363,872,000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금융자산

공동지배기업투자
자산총계

-

부채

당기법인세부채
기타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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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부채

90,674,893,403

60,098,157,859

사채

69,806,293,148

39,899,827,782

16,579,114

915,448,447

3,897,801,264

3,778,926,501

16,954,219,877

15,503,955,129

252,130,944,063

203,967,916,168

14,776,380,000

14,776,380,000

자본잉여금

9,405,843,440

9,405,843,44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29,370,987)

(956,475,060)

이익잉여금

290,850,750,574

295,673,868,338

자본총계

314,103,603,027

318,899,616,718

자본과 부채총계

566,234,547,090

522,867,532,886

확정급여부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부채총계
자본
자본금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2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41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매출액

제 42 기

제 41 기

451,934,965,110

440,653,000,349

(403,509,543,484)

(373,892,676,415)

48,425,421,626

66,760,323,934

(34,050,918,112)

(29,967,974,615)

영업이익

14,374,503,514

36,792,349,319

금융수익

650,074,783

711,611,473

금융비용

(3,964,160,460)

(1,570,414,034)

27,791,241

(225,987,691)

기타영업외수익

3,059,317,467

2,766,070,345

기타영업외비용

(2,383,521,453)

(1,602,200,13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764,005,092

36,871,429,280

법인세비용

(2,711,950,918)

(9,381,274,602)

당기순이익

9,052,054,174

27,490,154,678

(1,448,067,865)

(360,652,762)

지분법자본변동

27,104,073

(33,741,455)

보험수리적손익

(1,475,171,938)

(326,911,307)

7,603,986,309

27,129,501,916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공동지배기업투자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주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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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당이익(손실)

365

1,10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42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41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42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8,254,289,227

28,077,406,991

677,406,991

914,163,62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제 41 기

-

3. 당기순이익

-

9,052,054,174

27,490,154,678

(1,475,171,938)

(326,911,307)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5,000,000,000

1,000,000,000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000,000,000

1,000,000,000

2. 임의적립금 환입

4,000,000,000

4. 보험수리적손실

합

계

-

13,254,289,227

29,077,406,991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2,400,000,000

28,400,000,000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

2. 배당금

12,400,000,000

12,400,000,000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당기:500원(100%)
전기:500원(100%)

12,400,000,000

12,400,000,000

3. 임의적립금

-

16,000,000,000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54,289,227

677,406,991

<자본변동표>
제 42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41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기타포괄손익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총 계

누계액
2013.01.01(전기초)
당기순이익

14,776,380,000

9,405,843,440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보험수리적손익

-

-

(922,733,605)
-

280,910,624,967

304,170,114,802

27,490,154,678

27,490,154,678

기타포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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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괄손익

-

-

연차배당

-

-

(33,741,455)
-

27,163,243,371

27,129,501,916

(12,400,000,000)

(12,400,000,000)

2013.12.31(전기말)

14,776,380,000

9,405,843,440

(956,475,060)

295,673,868,338

318,899,616,718

2014.01.01(당기초)

14,776,380,000

9,405,843,440

(956,475,060)

295,673,868,338

318,899,616,718

9,052,054,174

9,052,054,174

당기순이익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보험수리적손익

-

-

총포괄손익

-

-

연차배당

-

-

-

기타포괄손익:

2014.12.31(당기말)

14,776,380,000

9,405,843,440

27,104,073
27,104,073
(929,370,987)

-

27,104,073

(1,475,171,938)

(1,475,171,938)

7,576,882,236

7,603,986,309

(12,400,000,000)

(12,400,000,000)

290,850,750,574

314,103,603,027

<현금흐름표>
제 42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41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2 기

제 41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50,760,638

28,098,078,461

당기순이익

9,052,054,174

27,490,154,678

35,591,952,580

35,911,571,051

(31,124,384,847)

(29,182,123,628)

이자수취

638,088,632

768,733,508

이자지급

(3,408,134,786)

(2,281,514,087)

배당금수취

6,665,000

13,330,000

법인세지급

(7,205,480,115)

(4,622,073,061)

(23,878,712,503)

(76,030,582,34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9,180,000,000

1,45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2,680,000

10,105,000

기타채권의 감소

4,013,280

231,684,690

유형자산의 처분

54,865,901

71,516,51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9,000,000,000)

(4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20,000,000)

(12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44,490,000)

(36,411,464)

기타채권의 증가

(502,258,360)

(7,817,430)

유형자산의 취득

(23,260,708,754)

(76,756,294,178)

무형자산의 취득

(202,814,570)

(833,365,480)

45,395,300,000

47,663,266,664

173,300,000,000

151,000,000,000

69,795,300,000

63,266,664

비현금항목의 조정
운전자본의 조정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기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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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의 지급

(12,400,000,000)

(12,4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85,300,000,000)

(91,000,000,000)

현금의 증가(감소)

25,067,348,135

(269,237,218)

31,358,684

(181,629,836)

기초의 현금

3,886,571,135

4,337,438,189

기말의 현금

28,985,277,954

3,886,571,135

환율변동효과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 42 기

주당액면가액 (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당순이익 (원)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주식배당수익률 (%)
주당 현금배당금 (원)
주당 주식배당 (주)

500

500

9,052

27,490

365

1,108

12,400

12,400

-

현금배당성향 (%)
현금배당수익률 (%)

제 41 기

보통주

136.98

45.10

4.1

4.1

우선주

-

-

보통주

-

-

우선주

-

-

보통주

500

500

우선주

-

-

보통주

-

-

우선주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3 ( 1 )

3 ( 1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2,0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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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50,000,000원

35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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