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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6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1. 일 시 :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412-30 당사 지하1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6기(2014. 01. 01 ~ 2014. 12. 31)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
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
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
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
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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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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민철
(출석률:100%)
찬반여부

2014-01

2014.01.29

상장법인 주식투자의 건

찬성

2014-02

2014.02.14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2014-03

2014.02.21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2014-04

2014.03.28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2014-05

2014.04.18

대출 신규의 건 (천연가스시설자금)

찬성

2014-06

2014.04.30

대출연장의 건

찬성

2014-07

2014.06.13

중간배당에 따른 명의개서 정지의 건

찬성

2014-08

2014.06.26

대출 신규의 건 (안전관리자금)

찬성

2014-09

2014.06.26

대출 신규의 건 (석유시설자금)

찬성

2014-10

2014.07.31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건

찬성

2014-11

2014.08.14

분기배당의 건

찬성

2014-12

2014.09.01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건

찬성

2014-13

2014.10.01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건

찬성

2014-14

2014.10.30

대출 신규의 건 (석유시설자금)

찬성

2014-15

2014.11.06

제2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찬성

2014-16

2014.11.24

대출 연장의 건

찬성

2014-17

2014.11.24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건

찬성

2014-18

2014.12.24

대출한도증액의 건

찬성

2014-19

2014.12.24

2015년도 사업계획 및 도급한도 승인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

-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회사는 이사회내의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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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사외이사

1

주총승인금액
800,000

지급총액
18,304

1인당
평균 지급액
18,304

비고
2014.01.01~
2014.12.31

- 상기 주총승인금액(제25기)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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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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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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9년 설립 이래
IT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였으나, 2010년 5월 27일 舊(주)지에스이와의 합병을 통해 도시
가스공급사업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2011년 3월 11일 IT사업부문 매출부진에 따른 IT사업
부문 영업정지를 결정하여,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11.03.11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11.04.27 업종변경(변경일 : 2011.05.02)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수요가에 도시가스 공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2004년부터는 정부의 CNG버스 보급사업에 동참하여 현
재 2곳의 CNG차량충전소를 운영중입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도시가스산업의 개요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하여 수요가에게 공급하는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도시가스 산업이란
도시가스를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도시가스의 원료로는 원유 정제시 생산되는 프로판 및 부탄을 이용한 LPG와 천연가스인
LNG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산업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일반도시가스사
업자 및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인 '가스도매사업'과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
하는 사업인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도매부문'과 '소매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도매부문의 경우 LNG는 독점시장(한국가스공사)이며, LPG는 과점시장(정유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매부문은 33개 사업자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제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권을 허가하고 있어, 권역별로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강원도와 제주도 및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LPG/AIR방식의 도시가스이며, 그 외의 지역은 모두 LNG(천연가스)입니다.
LNG 방식은 LPG/AIR 방식에 비해 청정성과 안정성 면에서 강점이 있어 LNG의 수요와 공
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도시가스산업의 특성
가) 자본집약적 산업
사업초기 가스배관망 설치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나) 독점성 및 안정성
도시가스산업은 국민경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산업이며, 대규모 투
자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가스공급의 안정성과 중복투자의 방지를 위해 지역별 사
업자에게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공급선과 수요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 정부 통제 산업
공익산업의 특수성 상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 의무를 부담하며, 요금정책 등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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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업입니다.
라)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요금은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판매하는 가격)과 소매요금(도시가
스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매요금은 중앙정부에, 소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승인권이 있습니다. 특히 도매요금은 관세, 특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전체 가격의 약 20%를차지하여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요금이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며,
정부는 도시가스원료비를 매 2개월마다 산정하고, 산정된 원료비가 직전 2개월 적용원료비
보다 ±3%를 초과하여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원료비를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된 원료비는 도
시가스 도매요금과 소비자요금에 곧바로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그러므로 원료비연동제에 따
른 소비자요금의 변동은 매년 1, 3, 5, 7, 9, 11월에 변동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매요금은 매년 시ㆍ도지사가 승인하여 정하며,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열병합용,
집단에너지용, 수송용 등의 요금종류가 있습니다. 시ㆍ도별로 소매요금을 결정하므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요금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국제시장의 저열량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입하는 도시가스 열량이 계속 낮아
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기존의 표준열량제도 10,400kcal/N㎥를 개선하여 열량범위제도(수입
되는 도시가스 열량에 따라 매월 평균열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제도)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2012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체계가 부피요금제(원/N㎥)에서 열량요금제(원/MJ)로 전
환되었습니다.
마) 경기변동의 특성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수요는 가계소득과는 정비례 관계에 있고 기온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
으나, 영업용과 산업용을 제외하고는 경기변동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동절기 난방수요 집중으로 동ㆍ하절기 계절간 수요
격차가 심하며, 동ㆍ하절기 수요격차는 설비이용률 저하 및 공급ㆍ저장설비 확충의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사는 연간 수요가 비교적 균등한 산업용, 열병합용, 수송용과 하절기 수
요개선을 위해 냉방용 수요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동ㆍ하절기 수요격차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바) 경쟁의 특성
도시가스 소매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33개사가 공급권역별로 독점공급하는 구
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도시가스사업이 전력, 상하수도와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연료를 공급하
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점과 지속적으로 막대한 설비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
쟁도입으로 인해 공급설비의 중복투자 및 공급 불안정성의 발생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사유
로 초기사업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에 의거 일반도시가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대량의 공급설비(정압기, 장거리 배관 등)가 필요합니다. 단일 공급권역
-단일 사업자 원칙을 유지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
은 편입니다. 다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59호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
획’에 따라 전국 28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권역 지정이 지자체에 의하여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가 업계에 새로이 진입할 가능성은 열
려 있습니다.
사) 자원조달의 특성
당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천연가스로서,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등에서 LNG 운반
선을 이용하여 도입 후, 발전소, 대량 수요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구성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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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천연가스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되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서는 배관망을 통해 최
종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지자체의 승인을 득한 요금체계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천연가스의 도입은 대부분 장기계약(20년 내외)을 통해 진행되게 되며, 대부분의 계약이 국
내 수요 패턴에 관계없이 연중 균일하게 수입해야 하는 경직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
는 모든 천연가스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입단가에 대한 국제유가와 환율의 영향
이 매우 높습니다.
아)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도시가스산업에 대한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로는「도시가스사업법」이 있으며 이의 내
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도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허가받은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ㆍ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
다.
특히, 공급권역은 시ㆍ도지사가 도시가스공급 허가시 선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도시가
스사업법 제9조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사업의 정지, 제한 또는 허
가취소가 되어 공급권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자는 요금체계,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
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
스사업자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산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초기 공급설비 투
자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특별회계 융자금 등 정책 금융지원이 활발하며, 지속적인 공
급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비의 일부를 수요가에 부담시키는 시설분담금제도가 있습
니다.
나아가 최근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석유-석탄, 환경규제강화, 생활환경개선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지
원 이면에는 공급 확대, 수요가 서비스 개선, 안정성 확보, 요금통제 등 사회적책무 또한 부여
받고 있습니다.
3) 도시가스산업의 전망
가) 국내 에너지 소비 전망
2014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0.4% 증가한 140.5백만TOE를 기록한 것으로 잠
정 집계되며 2014년 총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284.0백만TOE를 기록할 전망
입니다.
석탄 수요는 132.1백만 톤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9% 증가할 전망으로 발전용 석탄 수요는
하반기 신규설비 가동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발전설비의 가동률 하락으로 전년대비 3.0% 감
소할 전망이며, 최종소비 부문의 석탄 수요는 설비증설에 따른 산업용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9.8% 증가한 54.4백만 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석유 수요는 가정.상업.공공과 전환 부문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에 따른 산
업부문의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0.5% 증가할 전망으로 수송부문은 세월호 사고로 상반기 소
비 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 유지와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0.4%
소폭 증가 전망이며,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납사 수요 증가(3.4%)가 산업부문 석
유 수요 증가(3.1%) 를 견인할 전망이며, 가정.상업.공공부문 석유 수요는 고유가로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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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의 연료대체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8.8% 감소할 전망입니다.
천연가스 수요는 상반기 따뜻한 날씨로 난방용 천연가스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고 원자력 재
가동으로 발전용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7.6% 감소할 전망입니다.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원전설비의 재가동과 지난 6월 상업운전에 돌입한 영흥석탄화력
5호기(870MW)의 영향으로 9.2% 감소할 전망이며, 가스제조용 천연가스 수요는 상반기 온
화한 기온으로 인한 가정.상업용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년대비 5.8% 감소할 전
망입니다.
전력 수요는 예상보다 저조한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따른 국내 산업용 전력소비의 증가세 둔
화로 0.8%에 그칠 전망이며, 2013년 가동이 정지되었던 일부 원자력 발전 설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크게(15.7%) 증가할 전망입니다.
에너지원별 소비 구성비는 석유, 천연가스 비중은 하락하고 석탄, 원자력 비중은 상승할 전
망입니다.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4.09)
나) LNG 산업전망
최근 도시가스 소비는 가정.상업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소비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산업용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가정.상업용 소비는 수요가수의 완만한 증가세에 따라 안정적 소
비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온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시현하는 반면 산업공정의 연.원료로
사용되는 산업용 소비는 경제활동 수준과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
다.
도시가스의 산업용 소비 비중은 2007년 27.6%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13년에
는 39.9%까지 12.3%p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4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유가 및 청정연료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며 석유 등 타에너지원으로부터 도시가스로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릅니다.
2014년 LNG 수요는 가스제조용 및 발전용 수요의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7.6% 감소하여
37,219천톤, 2015년에는 4.4% 증가하여 38.870천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발전용 수요는 원전설비의 재가동 및 신규설비(신고리 1-2호기) 가동과 전력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인해 2014년은 9.2% 감소한 18,453천톤, 2015년에는 0.9% 증가한 18,623천톤을
기록할 전망이며, 가스제조용 LNG 수요는 완화한 기온에 따른 가정.상업용 수요의 감소로
2014년에는 전년대비 5.8% 감소한 18,465천톤, 2015년에는 평년기온을 회복하여 8.1% 증
가한 19,962천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2001년 전체 LNG 소비의 31.1%에 불과하던 발전용 소비 비중은 2013년에는 약 50.4%로
높아졌으며 2014년은 49.5%, 2015년에는 47.9%를 기록할 전망이며, 비교적 안정적 추세로
증가하는 가스 제조용 수요와 달리 발전용 수요는 기저발전설비의 가동률, 국제유가, 정부의
전력정책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큰 폭으로 변동하며 총 LNG 소비변화를 주도할 전
망입니다.
2014년 가정.상업용 수요는 전년대비 난방도일이 1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0.1% 감
소할 전망이나 2015년은 평년기온을 회복한다는 전제하에 난방도일이 증가(9.9%)하면서
6.3% 증가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용 수요는
2014년에는 3.3% 감소할 전망이나 경기회복의 효과로 2015년에는 3.8% 증가할 전망입니
다.
CNG 버스 보급 확대 정책으로 빠르게 증가해온 수송용 수요는 CNG버스 증가세가 완만해
지면서 2014년에 2.0%, 2015년에는 3.8% 증가할 전망입니다.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4.09)
다) 향후 도시가스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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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소비의 용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가정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소득의 증대 및 편리성으로 인해 기존 가정용 예너지원이 석유 등에서 도시가스로 전환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정용 수요 증가는 가구 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증가하여 왔으나, 향
후 증가율은 가구단위의 수요량 변동에 의하여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용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연료전환 유인책 및 연료사용규제의 퇴조로 그 증가율이 둔
화되었으나,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소비감소로 인해 산업용 소비촉진 정책 강화, 경제
회복에 따른 지속적인 소비증가, 고유가의 지속, 교토의정서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유류
사용 산업체의 전환경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방용 및 수송용은 현재 전체 도시가스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향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방용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는 계절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냉방용 가격을 낮게 책정하
는 정책으로 소비량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수송용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압
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버스 활성화 정책, 청소차 등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천연가스 자동차(NGV, Natural Gas Vehicle) 전환지원 정책 등 정부의 정책의지가 높
기 때문에 향후 소비의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천연가스의 주요성분은 90%가 메탄(CH4)가스로 구성되어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공해물질
이 적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청정연료로서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천연가스는 가정, 상업, 수송, 산업용 등 전 부문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수요가수는 15,627천 가구에 이르고 있고, 도시가스
소비량은 24,942백만m3로 총 에너지대비 18.7%의 점유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통계연보; 2014)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최초 도시가스사업 시작 후 지금까지 설치한 배관연장은
37,988km(2013년 12월말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가스업계는 중소도시를 비롯한 지역
배관망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출처 : (사)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사업통계 월보)
도시가스산업은 짧은 사업력에도 불구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대비 유해
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대체에너지원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는 연소효율이 높고, 재, 황분, 질소산화물이 극히 적어 대기오염이 거의 없
는 점, 다른 연료에 비해 점화나 소화가 쉬우며 순간적으로 최대의 열량을 얻을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LNG를 이용한 가정, 산업, 수송, 발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이
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LNG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특성을 이용한 관련 기술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
니다.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LNG를 이용한 위궤양진단시약을 만들어 시판하고 있고, 공해방
지연구개발에도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국내 도시가스업계를 비롯한 에너지관
련 연구소 등에서도 LNG를 이용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LNG를 이용한 산업은 단순히 연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의학, 바이오 등 모든 분야
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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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1989년 국내 네트워크 산업 초창기에 네트워크 시스템의 공급, 구축, 디자인을 전문
으로 하는 회사로 설립되어 지난 20년간 국내 네트워크산업의 기술선도기업으로 관련 업계
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전문 네트워크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의 경기 침체, 대기업의 IT관련 투자 지연, 관련 업계의 경쟁심화로 네트
워크 업체들의 매출 및 수익구조가 악화되었으며, 당사는 어려운 국내 네트워크 장비시장환
경 가운데서도 신규 수요 창출은 물론 기존 고객의 네트워크 장비 대체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솔루션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신규수요를 창출할만한 신기술이 출현하지 않는 가운
데 뚜렷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내 네트워크장비시장의 성장 한계로 네트워크사업부문
의 매출은 하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러한 기존 사업부문의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 2010년 3월 12일 서부경남지역의 도시가스공급업체인 舊 (주)지에스이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으며, 2010년 5월 27일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하여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
였습니다. 기존 사업과는 합병에 따른 영업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수익기
반 및 재무구조 안정에 따른 현금 창출 능력 강화에 따라 기존 사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IT네트워크사업부문에 대한 재무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2010년
도 급격한 매출 부진에 따라 결국 2011년 3월 11일 IT네트워크사업부문의 영업정지를 결정
하였으며 향후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도시가스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
였습니다.
합병 전 舊 (주)지에스이는 1998년 3월 (주)한주종합건설로부터 도시가스사업부를 양수 받
아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제조시설 및 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2000년 7월 한국가
스공사의 주배관이 사천시에 연결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배관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진주시, 사천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1월 (주)신아로부터 도시가스사업부 분할에 의해 (주)신아도시가스를 설립하였으며
,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2004년 6월에 진양호 CNG 충전소를 시작으로 CNG충전사업에 진
출하였으며, 2005년 11월에 초장동 CNG 충전소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5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가스시설시공, 기계설비에 대한 자체 시공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006년 3월 (주)지에스이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 舊 삼천포시 지역 일대
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 4월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이 공급권역에 추가됨으로써 경상남도 전체 면적의
31.5%에 이르는 시장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 12월 거창군, 2013년 10월 함양군에 각각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급권역 확대와 더불어 2014년에는 도시가스 공
급가구수가 12만세대를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영업과 투자로 공급권역내 도시가스 수요개발에 힘쓴 결과 연평균 10% 이상
의 수요가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가 지속된 2007년 이후 영업의 초점
을 경쟁 연료인 LPG, 벙커씨유 사용 업체의 연료 전환에 맞춘 것이 주효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13.14%, 2011년 6.44%, 2012년 7.61%, 2013년 13.43%의 공급물량 증가율을 달
성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을 공급권역으로하여
현재 공급중인 진주, 사천, 거창, 함양지역의 총 공급수요가수는 12만 3천여 세대, 서민경제
와 직결되는 주택용 보급률은 진주,사천지역이 61.0% 이며 지난 2012년 12월부터 공급이
시작된 거창지역이 28.0%, 2013년 10월부터 공급이 시작된 함양지역이 13.0%로 공급지역
의 주택용 보급률은 총 53.5% 입니다.
당사는 2000년 공급 개시 이래 주택 보급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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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민에게 경제적이고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의 혜택이 적기에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
울여 왔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표준산업
분류코드

도시가스
공급사업

04350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사업내용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수요가
에 배관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CNG(압축천연가스)차량 충전사업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지난 2010년 5월 27일 舊(주)지에스이와의 합병을 통해 도시가스공급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고, 2011년 3월 11일 IT사업부문 매출부진에 따른 IT사업부문 영업정지를
결정하였으며, 2011년 4월 27일 업종변경을 통해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도시가스공급
사업(043502 ;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33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전국에 도시가스를 공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정책상 각 지역별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 지자체의 승인에 따른 공급비용 결정에 따라 각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이 상이하므
로 전체 공급량대비 점유율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기준 당사는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중 공급량 기준으로 24위이며, 전국 점유율 0.58%, 경상남도 내 점유율
11.7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도시가스 산업 참여가 33개사 중 32번째였던 것을 고려
할 때, 이러한 점유율 변화추이는 단연 괄목할만한 성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아가 2009년 공급권역에 추가된 하동군의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개시된다면 당사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공급권역
도시가스사업은 각 소매사업자별로 일정한 공급권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공급권역은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 등 총 3,315.4km2(경상남도 총 면적의 31.5%)이며, 이중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로부터 2009년 4월 3일 공급권역 변경 허가를 득하여 거창군과 함양군은
각각 지난 2012년 12월과 2013년 10월 공급이 시작되었으며 하동군은 공급추진 중에 있습
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공급권역이 경상남도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10.6%에서 31.5%로
상향되었으며, 향후 경남 서부 전체로 공급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고
히 하였습니다.
(나) 수요가의 구성 및 특성
일반적으로 33개 도시가스사 중 수도권에 공급권역을 가진 회사들은 가정용이나 업무용 비
중이 높은 편이며, 지방에 소재한 회사들은 산업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당사 또한
2014년말 기준 산업용에 대한 공급량 구성비가 26.5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현재 지방 도시가스사의 평균 산업용 구성비는 55.77%이며, 당사는 타 지방
도시가스사에 비해 산업용의 비중이 낮은 대신 진주시 환경정책에 따라 수송용(CNG 버스
)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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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대표적 산업단지로는 상평공단이 있으며, 당사는 무림페이퍼, 아이에스동서, 하이
트산업 등 대용량 수요처에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외국인기업전용 산업단지가 2006년부터 입주를 시작
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첨단항공클러스터와 조선단지, 풍력ㆍ단조업체
(주)유니슨 등이 당사의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항공클러스터는 국가의 정책 특성상 향후 활발한 성장이 기대되며, 풍력발전업체 또한 저탄
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2008년 사천시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해 있는
산업용 연료 수요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시, 사천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따라 거주 인구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용
도시가스의 수요 또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시 공단 입주가 마무리 되고,
진주시 문산읍 일대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며 신규 주
택단지의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수요의 변동요인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수요는 가계소득의 증가와 정비례 관계에 있고 기온과는 반비례 관계
에 있으나, 영업용과 산업용을 제외하고는 경기변동과 연관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동절기 난방수요 집중으로 동ㆍ하절기 계절간 수요
격차가 심하며, 동ㆍ하절기 수요격차는 설비이용률 저하 및 공급ㆍ저장설비 확충의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당사는 연중 수요가 비교적 균일한 산업용, 열병합용, 수송용 및 하절
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냉방용 수요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동ㆍ하절기 수요격차는 점
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10년 12월 2일 (주)코디에스(대표 박찬중)와 전기차 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적 업무제휴 및 총판운영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경남도와 창원시등을 시발점으
로 정부의 전기차 활성화에 따른 충전시설 인프라구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경남도와 창원시등 지자체의 전기차 활성화에 따른 충전시설 인프라구축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현재까지는 회사의 이익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
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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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기의 도시가스 판매량은 전년대비 2.5% 감소한 1억 4천 1백만㎥를 달성하였고, 매출액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1,443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요가수는 전년대비14.3% 증가한
12만 3천여세대를 확보하였으며, 도시가스배관망은 전년대비 52km 증가한 총 연장
368km에 이르게 되어 안정적인 가스공급은 물론 장기적인 미래수요 확충에도 기여하게 되
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Ⅲ.경영참고사항'-'1.사업의 개요'-'나.회사의 현황'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6 기 2014. 12. 31 현재
제 25 기 2013.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과목
유동자산

제 26 기

제 25 기
34,546

35,258

102,576

100,784

137,122

136,042

유동부채

50,907

43,382

비유동부채

38,306

45,908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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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계

89,213

89,290

자본금

14,054

13,926

기타불입자본

26,327

27,358

기타자본구성요소

(4,767)

(4,816)

이익잉여금

12,295

10,284

47,909

46,752

자본총계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6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25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단위 : 백만원)
과목

제 26 기

제 25 기

매출액

144,389

139,283

매출원가

124,187

120,040

20,203

19,243

영업이익

5,853

5,90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821

5,005

당기순이익

3,963

3,926

당기총포괄손익

3,961

4,082

매출총이익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6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25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단위 : 백만원)
과목
미처분이익잉여금

제 26 기

제 25 기
11,778

9,967

전기이월이익잉여금

8,869

6,983

당기순이익

3,963

3,926

44

156

(1,098)

(1,098)

1,254

1,098

120

100

1,134

998

10,524

8,869

보험수리적손익
중간배당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준비금
결산배당
차기이월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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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6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25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단위 : 백만원)
과목

자본

2013.01.01 (기초자본)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
요소

이익잉여금

계

13,926

25,511

(4,816)

8,198

42,819

배당금의 지급

-

-

-

(1,996)

(1,996)

당기순이익

-

-

-

3,926

3,926

기타포괄손익

-

-

-

156

15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847

-

-

1,847

2013.12.31 (기말자본)

13,926

27,358

(4,816)

10,284

46,752

2014.01.01 (기초자본)

13,926

27,358

(4,816)

10,284

46,752

배당금의 지급

-

-

-

(1,996)

(1,996)

당기순이익

-

-

-

3,963

3,963

기타포괄손익

-

-

(46)

44

(2)

-

(1,322)

94

-

(1,228)

128

291

-

-

419

14,054

26,327

(4,767)

12,295

47,90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
환
신주인수권행사
2014.12.31 (기말자본)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6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25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단위 : 백만원)
과목

제 26 기

제 25 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320

14,41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655)

(12,69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666)

4,39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5,001)

6,112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6,802

69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801

6,802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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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당배당금

제 26 기

제 25 기

보통주

85

80

우선주

-

-

2,132,153,020

1,995,832,640

배당금총액

- 제26기 '배당금 총액'은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의 합계입니다.
중간배당은 배당기준일(2014년 6월 30일) 현재 전체 발행주식 27,230,250주 중 자기주식
(2,282,342주)은 배당에서 제외하고 주당 40원을 배당하였습니다.
결산배당은 배당기준일(2014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발행주식 27,487,602주 중 자기주식
(2,282,342주)은 배당에서 제외하였으며 2015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45원의
배당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 제25기 '배당금 총액'은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의 합계입니다.
중간배당은 배당기준일(2013년 6월 30일) 현재 전체 발행주식 27,230,250주 중 자기주식
(2,282,342주)은 배당에서 제외하고 주당 40원을 배당하였습니다.
결산배당은 배당기준일(2013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발행주식 27,230,250주 중 자기주식
(2,282,342주)은 배당에서 제외하였으며 201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주당 40원의
배당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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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당 기
4(1)

4(1)

800,000,000원

1,000,000,000원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감사의 수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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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당 기
1

1

100,000,000원

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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