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8기 정기)

주주님들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일시: 2020년 3월 23일(월) 오전09시
2.장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월로 667번길 38-19(주)서전기전본사
3.회의목적사항
가.보고안건: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8기(2019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배당(안): 주당 30원(시가배당률:0.8%)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김한수)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 4의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
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
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
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
습니다.
6.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대리 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
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개인/법인)
7.기타사항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
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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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감염 및 전파예방 안내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
주총회 입장 전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총
회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회 설명자료 별첨)
2020년 3월 2일
주식회사 서전기전
대표이사 김 한 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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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설명자료)
1) 제1호 의안 제28기(2019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안)포함) 승인의 건

○ 재무제표(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과
자

목

제 28(당) 기말

제 27(전) 기말

산

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7,800,070,486

23,129,822,365

2,485,591,535

382,672,349

매출채권

18,501,948,840

16,871,676,472

기타채권

895,192,284

799,798,397

선급금

747,613,208

302,550,317

선급비용

585,379,180

403,532,652

재고자산

4,584,345,439

Ⅱ.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기타채권
장기선급비용

4,369,592,178
29,990,300,191

29,323,065,306

69,300,000

104,793,694

194,670,748

164,638,200

34,562,982

24,267,193

사용권자산

210,320,72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

104,425,451

95,925,451

28,186,077,632

27,717,323,006

투자부동산

476,563,804

485,639,216

무형자산

345,610,979

320,694,052

이연법인세자산

368,767,872

정금융자산
유형자산

자

산

총 계

부

409,784,494
57,790,370,677

52,452,887,671

19,835,960,229

15,133,321,522

채

Ⅰ. 유동부채
매입채무
차입금
기타부채
미지급법인세

5,433,883,097

5,277,492,325

4,000,000,000

1,633,800,217

10,402,077,132

7,625,671,484

0

596,357,496

Ⅱ. 비유동부채
기타부채

657,090,156

407,138,088

10,000,000

10,000,000

하자보수충당부채

325,887,474

245,889,559

소송충당부채

108,567,240

108,567,240

종업원급여부채
리스부채

42,681,289
212,635,442

이연법인세부채
부

채

총 계

20,493,050,385

15,540,459,610

Ⅰ. 자본금

4,849,390,000

4,849,390,000

Ⅱ. 자본잉여금

4,753,764,340

4,753,764,340

Ⅲ. 이익잉여금

27,694,165,952

27,309,273,721

자

37,297,320,292

36,912,428,061

57,790,370,677

52,452,887,671

자

본

본

총 계

자 본 및 부 채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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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과
목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
Ⅳ. 판매비와관리비
Ⅴ. 영업이익
Ⅵ. 순금융손익
금융수익
금융원가
Ⅶ. 기타영업외손익
기타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비용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Ⅸ. 법인세비용
Ⅹ. 계속영업순손익
XI. 중단영업순손익
XII. 당기순이익
XIIl. 총포괄이익
XIV. 주당이익
1.기본주당이익
계속영업주당이익
중단영업주당이익

제 28(당) 기
60,880,155,641
49,681,009,227
11,199,146,414
10,239,363,768
959,782,646
(88,705,618)
90,045,347
(178,750,965)
134,610,486
142,856,644
(8,246,158)
1,005,687,514
135,856,283
869,831,231

제 27(전) 기
57,324,256,918
43,833,004,871
13,491,252,047
8,363,545,518
5,127,706,529
6,985,048
48,608,980
(41,623,932)
(377,038,166)
87,725,776
(464,763,942)
4,757,653,411
1,389,823,730
3,367,829,681
3,367,829,681
3,367,829,681
347

869,831,231
869,831,231
90
90

347
-

○ 배당예정내역

구분

제28기
(2019.01.01.~2019.12.31)
배당예정
보통주
우선주
계

제27기
(2018.01.01.~2018.12.31)
배당확정
보통주
우선주
계

주당배당금
(원)

30

-

30

50

-

50

배당금총액
(천원)

290,963

-

290,963

484,939

-

484,939

시가배당률
(%)

0.8

-

0.8

1.20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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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이사 후보자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한수

1965.01.20

미해당

발행회사 임원

이사회

총 (1) 명
○ 이사 후보자의 주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기간

내용

1997.9~2016.7
김한수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세부경력
-대한전기협회 처장

(주)서전기전 2016.7~2017.1
대표이사
2017.1~현재

- 대일이엔씨기술 부사장

없음

- ㈜서전기전 대표이사

※ 후보자의 세부경력은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경력입니다.
○ 이사 후보자의 주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한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이사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김한수 후보자
- 사내이사 김한수 후보자는 2017년 서전기전 입사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발
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3년 연속 최대 매출 갱신이라는 경영성과를 기록
하였습니다.
- 또한 본 후보자는 서전기전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주의깊게 검토, 감독하여 서전기전이 글로벌 중견기
업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8기 이사의 보수한도: 11억원 이내
※ 29기 이사의 보수한도: 20억원 이내
6)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8기 감사의 보수한도: 1억원 이내
※ 29기 감사의 보수한도: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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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석 위임장
수임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

는 귀사의 주주로써 금번 주주총회에 위에 기재한 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본인이 귀사의 주주로써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수임인에게
위임되는 주식의 내용 및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보유주식 및 의결위임 주식내역
- 보유 주식 총수 : 보통주

주

- 의결위임 주식수 : 보통주

주

2. 의결권 위임 주주총회 안건
가.보고안건: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8기(2019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안)포함) 승인의 건
※배당(안): 주당 30원(시가배당률:0.80%)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김한수)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위임한 권한의 내용
- 2020년 03월 23일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인정된 회의 발언, 투표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 주주의 제반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항
-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2020년 03월
위임인 주주

일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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