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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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내용

가결여부

박의식
(출석율:100%)

김경진
(출석율:100%)

최선주
(출석율:100%)

김백식
(출석율:100%)

1

2017.03.03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2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일시 : 2017년3월24일 오전10시30분
- 현금배당 실시의 건
2017.03.03
배당금 : 1주당 70원
- 대표이사(각자) 선출의 건
김민찬 대표이사 선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3

2017.04.04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4

- 베트남 투자법인 공장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여의 건
2017.04.28 대여금 : 미화$800,000
대여기간 : 송금일로부터 1년
대여이자 : 연5% 고정금리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5

2017.05.22

- 제31기 1분기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승인 및 경영보고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6

2017.08.21

- 제31기 2분기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승인 및 경영보고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7

2017.11.20

- 제31기 3분기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승인 및 경영보고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 대표이사(각자) 선출의 건
장기원 대표이사 선출

주) 사외이사 최선주는 2017년3월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었고 김백식
사외이사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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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당사의 사외이사는 무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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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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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회사와의 관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
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서부전기(주)
(최대주주)
"

거래종류

거래기간

수출매출

2017.1.1~2017.12.31

수입매입

"

주) 비율은 당해 매출액대비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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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비율(%)

2,138,397

8.74

23,794

0.10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국내 생산추이
회사명

생산품(전동액츄에이터)

매출방식

(주)에너토크

90° 및 다회전 전기종

내수 및 수출

HKC

90° 소형

저가 내수,수출

오탑코리아

90° 및 다회전 일부기종

저가 내수위주

아이토크

90° 소형

중저가 수출위주

아산공업

90° 및 다회전 일부기종

중저가 내수위주

은하양행

90° 소형

중저가 내수,수출

비고

주) 당사를 제외한 여타 업체는 외감법인이 아니며 통계자료도 없어 현재까지 시장
에서의 경쟁관계 및 여러가지 정성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 국내외 시장규모 추이 및 성장예측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내외 기업 및 발전업체 등의 설비투자가 적어졌고, 국
내 상하수 및 정수, 발전 등과 관련한 관공서, 공기관 등이 복지예산 증액에 따라 예
산부족이 되어 발주를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설비 증설은 필수요건 이며, 해외의
경우 자원고갈 이후의 국가 경제를 계획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석유자원 부국들의 발
전설비, 담수화설비 및 정유 등 중화학공장의 투자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
인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중남미 및 아프리카지역의 플랜트 수요도 증가되고 있고, 사우디아
라비아, 베트남, 필란드 등지의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원전부분의 추
가 수요도 예상됩니다.
세계 경기변동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장 자동화 및 환경보존을 위한 투가
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계속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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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17년도 ㈜에너토크의 매출은 전년대비 6% 감소한 245억이며 영업이익은 전년대
비 77% 감소한 5억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당사는 베트남에 100% 투자한 ENV
ACO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결매출은 베트남 공장의 생산설
비가 현재 투자 중인 관계로 ㈜에너토크의 매출인 245억이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5% 감소한 3억입니다.

업계의 현황을 본다면 국내의 발전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등의 부각과 원자력에 대한
경각심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소가 진행이 부진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있어 계획된 수주와 매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회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2014년 660억 달러에서 2017년 290억 달러
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대형 건설사들이 인력조정 등을 실시하는 등 전반
적인 시장상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국내의 건설회사나 밸브제조사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에 공장을 만들어 진출할 채비를 갖추고 아랍에미레이트에도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아랍에미레이트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ADNOC(아드녹)에 공급자 등록을 하는 등 해
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국내의 시장상황에 따라 자사의 매출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았
지만 2018년은 국내는 시장의 지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해외로의 진출을 본격
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시장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장점유율
품목명

회사명

시장점유율

(주)에너토크

약50%

동우밸브콘트롤(아우마)

약20%

로토크코리아

약15%

기타

약15%

전동액츄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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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주) 현재까지 국내 전동 액츄에이터 시장에 관한 통계자료나 수입통계가 없어 정확한
점유율은 알 수 없습니다. 상기 수치는 주요 경쟁사 매출을 근거로 회사에서 자체 조
사한 추정치입니다.
(3) 시장의 특성
국가 기간산업(상하수, 발전, 가스, 제철, 정유 등)이 주요 목표시장(80% 이상)이며
나머지는 일반 산업플랜트입니다.
엑츄에이터는 설계, 제작에 고도의 정밀도, 신뢰도 및 내구성이 요구되며, 상당한 개
발비 투자 및 기계,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 있어서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어 개발
후에도 지명도를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므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기반산업이 주요 수요처로써 지속적인 수요 발생이 예상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이사회
서울사무소
영업팀

경영기획팀

여주본사
품질팀

생산팀

구매자재팀

기술연구소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 사항의 "(1) 영업개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
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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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사인의 외부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31(당)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30(전)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너토크와 그 종속기업
과

목

자

(단위 : 원)
제31(당)기말

제30(전)기말

산

Ⅰ. 유동자산

24,427,923,323

26,192,612,715

(1) 현금및현금성자산

4,130,095,575

5,290,378,086

(2) 단기금융상품

8,010,055,000

7,000,000,000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739,932,373

8,703,076,744

73,840,470

-

5,473,999,905

5,148,117,885

-

51,040,000

18,080,199,507

16,678,195,823

(1) 장기금융상품

5,491,338,119

1,482,480,532

(2)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1,179,563,194

750,286,306

10,841,015,592

10,945,591,403

134,512,734

849,912,734

(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274,018,550

(6) 종속기업투자주식

-

-

433,769,868

375,906,298

42,508,122,830

42,870,808,538

1,586,392,237

2,155,874,823

1,586,392,237

1,893,990,370

(4) 당기법인세자산
(5) 재고자산
(6) 기타유동금융자산
Ⅱ. 비유동자산

(3) 유형자산
(4)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7) 이연법인세자산
자

산

총

부

계
채

Ⅰ. 유동부채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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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31(당)기말

(2) 법인세부채

제30(전)기말
-

261,884,453

-

-

-

-

1,586,392,237

2,155,874,823

Ⅰ. 자본금

4,878,044,000

4,878,044,000

Ⅱ. 자본잉여금

7,062,594,436

7,062,594,436

Ⅲ. 이익잉여금

28,634,517,902

28,730,478,258

-

-

346,574,255

43,817,021

40,921,730,593

40,714,933,715

42,508,122,830

42,870,808,538

Ⅱ.비유동부채
(1) 순확정급여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Ⅴ. 기타포괄손익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개별재 무상태표)
제31(당)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30(전)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너토크
과

(단위 : 원)
목

자

제31(당)기말

제30(전)기말

산

Ⅰ. 유동자산

24,602,939,968

25,393,299,629

(1) 현금및현금성자산

3,561,844,199

4,554,827,089

(2) 단기금융상품

8,000,000,000

7,000,000,000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483,200,394

8,639,314,655

73,840,470

-

5,473,999,905

5,148,117,885

10,055,000

51,040,000

18,194,862,943

17,442,316,663

981,036,569

1,482,480,532

(4) 당기법인세자산
(5) 재고자산
(6) 기타유동금융자산
Ⅱ. 비유동자산
(1) 장기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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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31(당)기말

(2)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제30(전)기말

656,316,610

151,443,010

10,139,059,852

10,936,740,478

134,512,734

849,912,734

(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510,301,550

2,274,018,550

(6) 종속기업투자주식

1,357,170,106

1,357,170,106

416,465,522

390,551,253

42,797,802,911

42,835,616,292

1,576,870,017

2,152,369,428

1,576,870,017

1,890,484,975

(3) 유형자산
(4)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7) 이연법인세자산
자

산

총

부

계
채

Ⅰ. 유동부채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 법인세부채

261,884,453

Ⅱ.비유동부채
(1) 순확정급여부채
부

채

총

1,576,870,017

2,152,369,428

Ⅰ. 자본금

4,878,044,000

4,878,044,000

Ⅱ. 자본잉여금

7,062,594,436

7,062,594,436

Ⅲ. 이익잉여금

28,872,368,431

28,750,714,428

407,926,027

(8,106,000)

41,220,932,894

40,683,246,864

42,797,802,911

42,835,616,292

자

계
본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1(당)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0(전)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에너토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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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31(당)기말

제30(전)기말

Ⅰ. 매출액

24,468,473,124

26,023,692,148

Ⅱ. 매출원가

17,980,474,853

18,361,341,885

Ⅲ. 매출총이익

6,487,998,271

7,662,350,263

Ⅳ. 판매비와관리비

6,187,407,535

5,570,349,319

Ⅴ. 영업이익

300,590,736

2,092,000,944

Ⅵ. 기타수익

171,193,496

140,261,140

Ⅶ. 기타손실

79,693,489

159,587,777

Ⅷ. 금융수익

234,028,000

291,344,853

Ⅸ. 금융비용

187,966,577

65,134,438

Ⅹ.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38,152,166

2,298,884,722

ⅩⅠ.법인세비용

38,040,375

327,209,771

ⅩⅡ.당기순이익

400,111,791

1,971,674,951

400,111,791

1,971,674,951

489,611,247

65,515,104

186,854,013

21,698,083

416,032,027

(8,106,000)

(113,274,793)

51,923,021

889,723,038

2,037,190,055

889,723,038

2,037,190,055

1. 기본주당순이익

41

225

2. 희석주당순이익

41

225

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 비지배지분순이익
ⅩⅢ. 기타포괄손익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ⅩⅣ. 포괄당기순이익
1.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2. 비지배지분포괄이익
ⅩⅤ. 주당손익

(개 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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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당)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0(전)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에너토크
과

(단위 : 원)
목

제31(당)기말

제30(전)기말

Ⅰ. 매출액

24,468,473,124

26,023,692,148

Ⅱ. 매출원가

17,980,474,853

18,361,341,885

Ⅲ. 매출총이익

6,487,998,271

7,662,350,263

Ⅳ. 판매비와관리비

6,000,178,244

5,538,865,329

Ⅴ. 영업이익

487,820,027

2,123,484,934

Ⅵ. 기타수익

171,193,496

140,261,140

Ⅶ. 기타손실

79,588,909

159,587,777

Ⅷ. 금융수익

259,679,787

278,915,891

Ⅸ. 금융비용

183,337,876

63,953,296

Ⅹ.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655,766,525

2,319,120,892

ⅩⅠ.법인세비용

38,040,375

327,209,771

ⅩⅡ.당기순이익

617,726,150

1,991,911,121

ⅩⅢ. 기타포괄손익

602,886,040

13,592,083

186,854,013

21,698,083

416,032,027

(8,106,000)

1,220,612,190

2,005,503,204

1. 기본주당순이익

63

228

2. 희석주당순이익

63

228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 당기손익으로 제분류 되는 항목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ⅩⅣ. 포괄당기순이익
ⅩⅤ. 주당손익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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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당)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0(전)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원 )
과

목

제 31(당)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제 30 (전) 기

15,235,219,651

15,181,858,258

14,430,639,488

13,168,249,054

2. 당기순이익

617,726,150

1,991,911,121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6,854,013

21,698,083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합

계

-

-

15,235,219,651

15,181,858,258

536,584,840

751,218,770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 이익준비금
2. 배당금(주석18)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보통주:당기: 50원(10%)
전기: 70원(14%)

48,780,440

68,292,610

487,804,400

682,926,160

487,804,400

682,926,160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698,634,811

14,430,639,488

-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31(당)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0(전)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에너토크와 그 종속기업
과

목

2016년 1월 1일(전기초)

(단위 : 원)

연결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이익잉여금 연결기타자본
27,279,944,094 (204,217,975)

합

계

3,902,435,000

2,272,784,834

33,250,945,953

당기순이익

-

-

1,971,674,951

-

1,971,674,951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21,698,083

-

21,698,08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8,106,000)

(8,106,000)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

-

-

51,923,021

51,923,021

1,993,373,034

43,817,021

2,037,190,055

총포괄이익:

소계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542,838,870)

-

(542,838,870)

자기주식처분

-

(1,350,380)

-

204,217,975

202,86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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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연결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이익잉여금 연결기타자본

합

계

유상증자

975,609,000

4,791,159,982

-

-

5,766,768,982

소계

975,609,000

4,789,809,602

(542,838,870)

204,217,975

5,426,797,707

2016년 12월 31일(전기말)

4,878,044,000

7,062,594,436

28,730,478,258

43,817,021

40,714,933,715

2017년 1월 1일(당기초)

4,878,044,000

7,062,594,436

28,730,478,258

43,817,021

40,714,933,715

당기순이익

-

-

400,111,791

-

400,111,791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186,854,013

-

186,854,01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416,032,027

416,032,027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

-

- (113,274,793)

(113,274,793)

총포괄이익:

소계

586,965,804

302,757,234

889,723,03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682,926,160)

-

(682,926,160)

소계

-

-

(682,926,160)

-

(682,926,160)

4,878,044,000

7,062,594,436

28,634,517,902

346,574,255

40,921,730,593

2017년 12월 31일(당기말)

(개 별 자 본 변 동 표)
제31(당)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0(전)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에너토크
과

목

(단위 : 원)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3,902,435,000

2,272,784,834

27,279,944,094

(204,217,975)

33,250,945,953

당기순이익

-

-

1,991,911,121

-

1,991,911,121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21,698,083

-

21,698,08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8,106,000)

(8,106,000)

2,013,609,204

(8,106,000)

2,005,503,204

2016년 1월 1일(전기초)

자본금

자본잉여금

합

계

총포괄이익:

소계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542,838,870)

자기주식처분

-

(1,350,380)

-

204,217,975

(542,838,870)
202,867,595

유상증자

975,609,000

4,791,159,982

-

-

5,766,768,982

소계

975,609,000

4,789,809,602

(542,838,870)

204,217,975

5,426,797,707

2016년 12월 31일(전기말)

4,878,044,000

7,062,594,436

28,750,714,428

(8,106,000)

40,683,246,864

2017년 1월 1일(당기초)

4,878,044,000

7,062,594,436

28,750,714,428

(8,106,000)

40,683,246,864

당기순이익

-

-

617,726,150

-

617,726,150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186,854,013

-

186,854,01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

-

416,032,027

416,032,027

804,580,163

416,032,027

1,220,612,190

총포괄이익:

소계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682,926,160)

자기주식처분

-

-

-

-

-

유상증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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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26,160)

과

목

자본금

소계
2017년 12월 31일(당기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합

계

-

-

(682,926,160)

-

(682,926,160)

4,878,044,000

7,062,594,436

28,872,368,431

407,926,027

41,220,932,894

-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31(당)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0(전)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에너토크와 그 종속기업
과

목

(단위 : 원)
제31(당)기말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주석29)

제30(전)기말

2,630,727,824

643,887,875

3,081,257,498

1,375,851,078

2. 이자의 수취

116,610,866

(146,873,103)

3. 이자의 지급

-

-

(567,140,540)

(585,090,100)

4. 법인세의 납부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 인한 현금유입액

(3,058,320,805)

(9,431,316,135)

12,278,749,461

9,227,690,396

만기보유증권의 감소

47,220,000

16,685,0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1,000,000,000

6,471,787,869

-

900,000,000

720,860,282

1,717,479,256

단기대여금의 감소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보증금의 감소

50,000,000

9,028,000

국고보조금의 증가

246,123,725

78,988,000

차량운반구의 처분

14,545,454

33,227,271

공구와기구의 처분

-

495,000

무형자산의 처분

200,000,000

-

(15,337,070,266)

(18,659,006,53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2,000,000,000

13,108,106,000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4,525,000

4,945,000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1,700,000,000

2,108,106,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단기대여금의 증가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보증금의 증가
건물의 취득
구축물의 취득
기계장치의 취득
차량운반구의 취득
비품의 취득

-

900,000,000

201,899,400

1,177,899,400

-

100,300,000

96,000,000

-

-

7,500,000

362,134,960

89,000,000

-

36,377,722

185,460,091

167,07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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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31(당)기말

제30(전)기말

공구와기구의 취득

78,946,000

352,004,428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693,104,815

8,850,925

보증금의 증가

15,000,000

-

-

598,843,296

장기선급비용의 증가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82,926,16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426,797,707
5,969,636,577

자기주식의 처분

-

202,867,595

유상증자

-

5,766,768,982

(682,926,160)

(542,838,87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배당금의 지급

682,926,160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42,838,870
(49,763,370)

3,918,127

(1,160,282,511)

(3,356,712,426)

Ⅵ. 기초의 현금

5,290,378,086

8,647,090,512

Ⅶ. 기말의 현금

4,130,095,575

5,290,378,086

Ⅴ. 현금의 증가(감소)

(개 별 현 금 흐 름 표)
제31(당)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0(전)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에너토크
과

(단위 : 원)
목

제31(당)기말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주석29)
2. 이자의 수취

3,010,602,630
1,399,160,863

134,685,966

(146,865,459)
-

(567,140,54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 인한 현금유입액

667,205,304

3,443,057,204

3. 이자의 지급
4. 법인세의 납부

제30(전)기말

(585,090,100)
(3,270,895,990)

(10,180,792,020)

12,278,749,461

9,227,690,396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1,000,000,000

6,471,787,869

만기보유증권의 감소

47,220,000

16,685,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

9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720,860,282

1,717,479,256

국고보조금의 증가

246,123,725

78,988,000

차량운반구의 처분

14,545,454

33,227,271

공구와기구의 처분

-

495,000

50,000,000

9,028,000

보증금의 감소
무형자산의 처분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200,000,000

-

(15,549,645,451)

(19,408,482,416)

12,000,000,000

13,108,106,000

- 16 -

과

목

제31(당)기말

제30(전)기말

단기대여금의 증가

905,680,000

9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201,899,400

1,177,899,400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1,700,000,000

2,108,106,000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4,525,000

4,945,000

15,000,000

100,300,000

보증금의 증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357,170,106

건물의 취득

96,000,000

구축물의 취득
기계장치의 취득

-

7,500,000

362,134,960

89,000,000

-

36,377,722

185,460,091

167,073,760

차량운반구의 취득
비품의 취득
공구와기구의 취득

78,946,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2,004,428
(682,926,16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426,797,707

-

5,969,636,577

자기주식의 처분

-

202,867,595

유상증자

-

5,766,768,982

(682,926,160)

(542,838,870)

682,926,160

542,838,87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배당금의 지급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9,763,370)

(5,474,414)

(992,982,890)

(4,092,263,423)

Ⅵ. 기초의 현금

4,554,827,089

8,647,090,512

Ⅶ. 기말의 현금

3,561,844,199

4,554,827,089

Ⅴ. 현금의 증가(감소)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주당배당금

배당금총액

시가배당율

당 기

50

487,804,400

0.8%

전 기

70

682,926,160

1.6%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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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성명

생년월일

나카자토 신야

1955년 1월

김경진

1940년 2월

사외이사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부

임원

이사회

여

없음

이사회

후보자여부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나카자토 신야

일본 구주대학 공학부 졸업
일본 서부전기(주) 임원 (現)일본 서부전기(주) 이사
(現)(주)에너토크 사내이사

없음

김경진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주)에너토크 사외이사 삼성종합건설 전무 역임
(現)(주)에너토크 사외이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위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중임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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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9( 3 )

8( 3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9억

9억

※ 기타 참고사항
: 사외이사 3명 및 비상근이사 1명은 무보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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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1. 주주총회개최(예정)일 : 2018년3월23일
2.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개최 사유 :
당사 최대주주를 포함한 의결권있는 주식 40%이상의 주주 10여분께 참석 가능일
자를 문의한 결과 위 일자에만 참석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연결결산 일정 및 회
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수령일등을 고려한바, 별도/연결 재무제표 및 그 주석을 정기
주주총회 6주전 까지 감사 및 외부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주주
총회 1주전 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경우
, 불가피하게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인 3월23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코스닥협회 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 3월23일(금),3월29일(목),3월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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