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상장사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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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분석개요
▣ 분석목적 : 창원지역 본사소재 상장사의 개별/별도1) 재무제표 상의
경영실적을 조사, 분석하여 창원지역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
기 위함
▣ 분석대상 : 창원지역 본사소재 코스피 23개 사, 코스닥 17개 사 총
40개 상장사
○ 코스피 23개사
: 대림비앤코, 두산중공업, 디와이파워, 무학, 삼성공조, 영화금속, 지엠비코리아,
퍼스텍, 한국철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성디에스, 현대로템,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위아, HSD엔진, KISCO홀딩스, KR모터스, MH에탄올, S&T중공업, S&TC,
STX, STX중공업, STX엔진
○ 코스닥 17개사
: 경남스틸, 나라엠앤디, 대성파인텍, 동방선기, 디에스티, 삼보산업, 삼양옵틱스,
삼원테크, 삼현철강, 성우테크론, 신성델타테크, 옵트론텍, 우림기계, 우수AMS,
이엠텍, 인화정공, 한일단조

▣ 분석내용 : 2019년 1분기 경영실적2)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 분석방법 : 재무제표분석
▣ 분석기간 : 2019. 5. 20 ∼ 28

1) 개별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별도재무제표 :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지배회사 자체의 개별재무제표
2) 각 경영실적 결과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 및 증감, 증감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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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9년 1분기 창원지역상장사 경영실적 현황
1. 코스피시장 23개사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

창원지역 본사 소재 코스피 23개 상장사의 2019년 1분기 총매출액

은 4조 8,1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억 원 늘어 0.7% 증가하였
음. 영업이익은 55.8% 증가, 순이익은 1,844.2% 증가하였음.

【(창원) 2019년 1분기 코스피 경영 실적】
구분

2018년 1분기

2019년 1분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억원)

47,790

48,132

342

0.7%

영업이익(억원)

371

577

206

55.8%

순이익(억원)

18

349

331

1,844.2%

매출액영업이익률(%)

0.78%

1.20%

0.42%

□ 국내 코스피시장 분석대상 684개사의 2019년 1분기 총매출액은 289
조 7,9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 6,975억 원 줄어 2.6% 감소하였
음. 영업이익은 41.5% 감소, 순이익은 35.1% 감소하였음.

【(전국) 2019년 1분기 코스피 경영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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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창원 코스피 0.7% 증가, 전국 코스피 2.6% 감소
￮ (창원) 2019년 1분기 총매출액은 4조 8,132억 원
: 전년 대비 342억 원 늘어 0.7% 증가
- 매출액 증가(12개사)
KR모터스(86억 원, 343.0%↑), STX중공업(615억 원, 87.8%↑)
STX엔진(1,098억 원, 57.3%↑), 현대로템(5,338억 원, 18.0%↑)
한국철강(1,752억 원, 15.0%↑), 영화금속(608억 원, 14.8%↑)
KISCO홀딩스(129억 원, 8.1%↑), 현대비앤지스틸(1,842억 원, 5.8%↑)
대림비앤코(577억 원, 5.6%↑), 현대위아(1조 6,351억 원, 3.6%↑)
지엠비코리아(1,028억 원, 3.1%↑), MH에탄올(115억 원, 0.4%↑)

- 매출액 감소(11개사)
퍼스텍(194억 원, 3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78억 원, 18.4%↓)
무학(417억 원, 12.2%↓), 해성디에스(773억 원, 12.1%↓)
두산중공업(8,705억 원, 9.8%↓), STX(3,130억 원, 8.7%↓)
S&T중공업(662억 원, 8.7%↓), HSD엔진(1,015억 원, 6.1%↓)
S&TC(333억 원, 6.0%↓), 디와이파워(623억 원, 5.6%↓)
삼성공조(161억 원, 4.7%↓)

￮ (전국) 2019년 1분기 총매출액은 289조 7,917억 원
: 전년 대비 7조 6,975억 원 줄어 2.6% 감소
- 기계 4조 1,712억 원으로 173억 원 늘어 0.4% 증가
- 운송장비 38조 3,385억 원으로 3조 6,647억 원 늘어 10.6% 증가
- 전기전자 64조 4,431억 원으로 8조 3,616억 원 줄어 11.5% 감소
- 철강금속 18조 6,357억 원으로 546억 원 줄어 0.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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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창원 코스피 55.8% 증가, 전국 코스피 41.5% 감소
￮ (창원) 2019년 1분기 총영업이익은 577억 원
: 전년 대비 206억 원 늘어 55.8% 증가
- 영업이익 증가(5개사)
한국철강(108억 원, 1,098.9%↑), STX엔진(71억 원, 359.1%↑)
S&TC(20억 원, 103.6%↑), 대림비앤코(21억 원, 24.6%↑)
KISCO홀딩스(122억 원, 9.0%↑)
- 영업이익 흑자전환(3개사)
삼성공조(7억 원, 324.2%↑), S&T중공업(31억 원, 164.4%↑)
현대위아(31억, 108.4%↑)
- 영업이익 감소(7개사)
해성디에스(5억 원, 92.3%↓), 현대비앤지스틸(35억 원, 68.6%↓)
현대로템(15억 원, 50.7%↓), 디와이파워(29억 원, 41.7%↓)
두산중공업(473억 원, 37.8%↓), 영화금속(10억 원, 15.8%↓)
MH에탄올(22억 원, 0.2%↓)
- 영업이익 적자지속(8개사)
HSD엔진(-137억 원, 1,458.9%↓), 무학(-15억 원, 202.6%↓)
퍼스텍(-54억 원, 198.2%↓), KR모터스(-20억 원, 51.7%↓)
STX(-12억 원, 43.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0억 원, 46.2%↑)
지엠비코리아(-4억 원, 61.7%↑), STX중공업(-12억 원, 62.0%↑)
￮ (전국) 2019년 1분기 총영업이익은 18조 1,680억 원
: 전년 대비 12조 8,982억 원 줄어 41.5% 감소
- 기계 1,903억 원으로 285억 원 줄어 13.0% 감소
- 운송장비 1조 2,043억 원으로 5,484억 원 늘어 83.6% 증가
- 전기전자 5조 3,485억 원으로 10조 5,671억 원 줄어 66.4% 감소
- 철강금속 1조 3,257억 원으로 2,950억 원 줄어 18.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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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익
창원 코스피 1,844.2% 증가, 전국 코스피 35.1% 감소
￮ (창원)2019년 1분기 총순이익 349억 원 흑자
: 전년 대비 331억 원 늘어 1,844.2% 증가
- 순이익 증가(6개사)
대림비앤코(12억 원, 2,625.4%↑), S&TC(33억 원, 344.0%↑)
한국철강(124억 원, 223.6%↑), 삼성공조(26억 원, 22.7%↑)
영화금속(6억 원, 10.2%↑), KISCO홀딩스(127억 원, 9.8%↑)
- 순이익 흑자전환(7개사)
무학(235억 원, 4,945.1%↑), 현대로템(117억 원, 1,341.7%↑)
STX엔진(54억 원, 990.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7억 원, 290.6%↑)
S&T중공업(26억 원, 234.0%↑), 지엠비코리아(2억 원, 142.5%↑)
현대위아(71억 원, 126.8%↑)
- 순이익 감소(4개사)
해성디에스(8억 원, 84.3%↓), 현대비앤지스틸(21억 원, 71.7%↓)
디와이파워(28억 원, 33.0%↓), MH에탄올(16억 원, 9.1%↓)
- 순이익 적자전환(3개사)
STX(-142억 원, 15,331.2%↓), HSD엔진(-125억 원, 667.8%↓)
두산중공업(-356억 원, 354.6%↓)
- 순이익 적자지속(3개사)
KR모터스(-43억 원, 239.4%↓), 퍼스텍(-55억 원, 226.0%↓)
STX중공업(-34억 원, 55.2%↑)
￮ (전국) 2019년 1분기 총순이익은 17조 8,629억 원
: 전년 대비 9조 6,446억 원 줄어 35.1% 감소
- 기계 1,418억 원으로 179억 원 늘어 14.4% 증가
- 운송장비 2조 3,856억 원으로 1조 706억 원 늘어 81.4% 증가
- 전기전자 4조 1,715억 원으로 7조 9,245억 원 줄어 65.5% 감소
- 철강금속 1조 701억 원으로 1,940억 원 줄어 15.3% 감소

- 5 -

□ 매출액영업이익률
창원 코스피 1.20%, 전국 코스피 6.27%
￮ (창원) 2019년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1.20%
: 전년대비 0.42%p 상승
- 전국평균 이상(2개사)
MH에탄올 19.50%, STX엔진 6.45%
- 전국평균 미만(20개사)
S&TC 6.16%, 한국철강 6.14%, 두산중공업 5.44%
S&T중공업 4.66%, 디와이파워 4.65%, 삼성공조 4.30%
대림비앤코 3.63%, 현대비앤지스틸 1.92%, 영화금속 1.62%
해성디에스 0.67%, 현대로템 0.28%, 현대위아 0.19%
지엠비코리아 -0.38%, STX중공업 -1.91%, 무학 -3.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60%, HSD엔진 -13.51%, KR모터스 -23.74%
퍼스텍 -28.02%
* KISCO홀딩스 94.70%, STX -0.37%
￮ (전국) 2019년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6.27%
: 전년대비 4.17%p 하락
- 기계 4.56%로 전년대비 0.70%p 하락
- 운송장비 3.14%로 전년대비 1.25%p 상승
- 전기전자 8.30%로 전년대비 13.56%p 하락
- 철강금속 7.11%로 전년대비 1.56%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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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닥시장 17개사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 창원지역 본사 소재 코스닥 17개 상장사의 2019년 1분기 총매출액은
5,2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0억 원 늘어 12.2% 증가하였음. 영

업이익은 39.7%, 순이익은 16.3% 감소하였음.

【(창원 코스닥 제조업) 2019년 1분기 코스닥 경영실적】
구분

2018년 1분기

2019년 1분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억원)

4,671

5,241

570

12.2%

영업이익(억원)

223

134

-89

-39.7%

순이익(억원)

203

170

-33

-16.3%

매출액영업이익률(%)

4.77%

2.56%

-2.21%p

□ 국내 코스닥시장 분석대상 제조업 507개사의 2019년 1분기 총매출액
은 13조 7,076억 원으로 4,114억 원 늘어 3.1% 증가하였음. 영업이익
은 3.0% 감소, 순이익은 10.3% 증가하였음.

【(전국 코스닥 제조업)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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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창원 코스닥 제조업 12.2% 증가, 전국 코스닥 제조업 3.1% 증가
￮ (창원) 2019년 1분기 총매출액은 5,241억 원
: 전년대비 570억 늘어 12.2% 증가
- 매출액 증가(12개사)
디에스티(60억 원, 55.0%↑), 옵트론텍(480억 원, 46.3%↑)
인화정공(133억 원, 42.3%↑), 우수AMS(532억 원, 22.7%↑)
경남스틸(795억 원, 17.8%↑), 삼보산업(691억 원, 16.7%↑)
이엠텍(566억 원, 14.2%↑), 동방선기(50억 원, 13.9%↑)
우림기계(156억 원, 9.3%↑), 한일단조(306억 원, 5.9%↑)
삼현철강(583억 원, 5.9%↑), 삼양옵틱스(123억 원, 4.3%↑)
- 매출액 감소(5개사)
성우테크론(72억 원, 30.5%↓), 삼원테크(41억 원, 24.5%↓)
대성파인텍(85억 원, 11.8%↓), 나라엠앤디(188억 원, 10.7%↓)
신성델타테크(381억 원, 6.2%↓)
￮ (전국 코스닥 제조업 507개 사)
2019년 1분기 총매출액은 13조 7,076억 원
: 전년대비 4,114억 원 늘어 3.1% 증가

□ 영업이익
창원 코스닥 제조업 39.7% 감소, 전국 코스닥 제조업 3.0% 감소
￮ (창원) 2019년 1분기 총영업이익은 134억 원
: 전년대비 89억 원 줄어 39.7% 감소
- 영업이익 증가(4개사)
우수AMS(10억 원, 1,942.7%↑), 삼보산업(21억 원, 632.1%↑)
옵트론텍(61억 원, 28.0%↑), 삼원테크(0.4억 원, 19.7%↑)
- 영업이익 흑자전환(2개사)
인화정공(2억 원, 133.5%↑), 한일단조(5억 원, 171.5%↑)
- 영업이익 감소(7개사)
대성파인텍(1억 원, 86.6%↓), 나라엠앤디(3억 원, 82.7%↓)
성우테크론(3억 원, 72.7%↓), 삼현철강(15억 원, 45.0%↓)
경남스틸(17억 원, 21.7%↓), 삼양옵틱스(23억 원, 14.2%↓)
신성델타테크(36억 원,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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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적자전환(2개사)
우림기계(-7억 원, 248.0%↓), 이엠텍(-42억 원, 181.8%↓)
- 영업이익 적자지속(2개사)
디에스티(-9억 원, 46.1%↑), 동방선기(-4억 원, 43.9%↑)

￮ (전국 코스닥 제조업 507개사)
2019년 1분기 총영업이익은 6,688억 원
: 전년대비 204억 원 줄어 3.0% 감소

□ 순이익
창원 코스닥 제조업 16.3% 감소, 전국 코스닥 제조업 10.3% 증가
￮ (창원) 2019년 1분기 총순이익 170억 원
: 전년대비 33억 원 줄어 16.3% 감소
- 순이익 증가(3개사)
삼원테크(8억 원, 630.8%↑), 우수AMS(14억 원, 157.6%↑)
성우테크론(20억 원, 116.2%↑)
- 순이익 흑자전환(2개사)
삼보산업(20억 원, 222.4%↑), 한일단조(0.6억 원, 106.9%↑)
- 순이익 감소(7개사)
나라엠앤디(2억 원, 87.0%↓), 삼양옵틱스(21억 원, 41.2%↓)
삼현철강(15억 원, 37.7%↓), 옵트론텍(37억 원, 22.8%↓)
대성파인텍(7억 원, 18.9%↓), 경남스틸(14억 원, 18.7%↓)
신성델타테크(36억 원, 4.1%↓)
- 순이익 적자전환(2개사)
우림기계(-6억 원, 163.4%↓), 이엠텍(-1억 원, 102.8%↓)
- 순이익 적자지속(3개사)
디에스티(-12억 원, 45.9%↑), 동방선기(-3억 원, 41.5%↑)
인화정공(-2억 원, 27.4%↑)
￮ (전국 코스닥 제조업 507개사)
2019년 1분기 총순이익은 7,163억 원
: 전년대비 670억 원 줄어 10.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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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영업이익률
창원 코스닥 제조업 2.56%, 전국 코스닥 제조업 4.88%
￮ (창원) 2019년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2.56%
: 전년대비 2.21%p 하락
- 전국평균 이상(3개사)
삼양옵틱스 18.78%, 옵트론텍 12.74%, 신성델타테크 9.37%
- 전국평균 미만(14개사)
성우테크론 4.20%, 삼보산업 3.11%, 삼현철강 2.58%
경남스틸 2.10%, 우수AMS 1.88%, 한일단조 1.66%
대성파인텍 1.45%, 나라엠앤디 1.40%, 인화정공 1.29%
삼원테크 1.01%, 우림기계 -4.67%, 이엠텍 -7.43%
동방선기 -8.26%, 디에스티 -15.82%
￮ (전국 코스닥 제조업 507개사)
2019년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4.88%
: 전년대비 0.30%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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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합
□ 유가시장(코스피 23개사)
￮ 2019년 1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매출액은 4조 8,1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억 원 늘어 0.7% 증가
(전국평균 2.6% 감소)
- 영업이익은 5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억 원 늘어 55.8% 증가
(전국평균 41.5% 감소)
- 순이익은 3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억 원 늘어 1,844.2% 증가
(전국 평균 35.1% 감소)
￮ 2019년 1분기 매출액 상위 5개사
- 현대위아 1조 6,351억 원, 두산중공업 8,705억 원, 현대로템 5,338억 원
STX 3,130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578억 원
￮ 2019년 1분기 매출액 증가율 상위 5개사
- KR모터스 343.0%, STX중공업 87.8%, STX엔진 57.3%, 현대로템 18.0%,
한국철강 15.0%
￮ 2019년 1분기 영업이익 상위 5개사
- 두산중공업 473억 원, KISCO홀딩스 122억 원, 한국철강 108억 원
STX엔진 71억 원, 현대비앤지스틸 35억 원
￮ 순이익 흑자기업은 17개사, 적자기업은 6개사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20%로 전년동기대비 0.42%p 상승
- 전국평균은 6.27%로 전년동기대비 4.17%p 하락
□ 코스닥 17개사
￮ 2019년 1분기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 순이익은 감소
- 매출액은 5,2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0억 원 늘어 12.2% 증가
(전국평균 3.1% 증가)
- 영업이익은 1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억 원 줄어 39.7% 감소
(전국평균 3.0% 감소)
- 순이익은 1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억 원 줄어 16.3% 감소
(전국평균 10.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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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분기 매출액 상위 5개사
- 경남스틸 795억 원, 삼보산업 691억 원, 삼현철강 583억 원
이엠텍 566억 원, 우수AMS 532억 원
￮ 2019년 1분기 매출액 증가율 상위 5개사
- 디에스티 55.0%, 옵트론텍 46.3%, 인화정공 42.3%
우수AMS 22.7%, 경남스틸 17.8%
￮ 2019년 1분기 영업이익 상위 5개사
- 옵트론텍 61억 원, 신성델타테크 36억 원, 삼양옵틱스 23억 원,
삼보산업 21억 원, 경남스틸 17억 원
￮ 순이익 흑자기업은 12개사, 적자기업은 5개사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56%로 전년 동기 대비 2.21%p 하락
- 전국 평균은 4.88%로 전년 동기 대비 0.30%p 하락
□ 2019년 1분기 창원지역 코스피 상장사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
익이 모두 증가하였음. 총매출액은 0.7% 증가했으며, 매출액 증가 12개사, 감소
11개사로 매출액이 증가한 상장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총영업이익은
55.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흑자전환 3개사, 증가 5개사, 감소 7개사, 적자지속
8개사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지속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순이익은 1,844.2%
증가했음.
□ 2019년 1분기 창원지역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 순이익
은 감소했음. 총매출액은 12.2% 증가했으며 매출액 증가 12개사, 매출액 감소 5
개사로 매출액 증가 업체가 더 많았음. 총영업이익은 39.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
증가 4개사, 흑자전환 2개사, 감소 7개사, 적자전환 2개사, 적자지속 2개사로 나타
났음. 순이익은 16.3% 감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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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코스피 상장사 2019년 1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매출액(원)
No

영업이익(원)

상장사명
2018 1Q

1

현대위아

2

2019 1Q

증감률

2018 1Q

2019 1Q

증감률

1,578,214,000,000

1,635,077,000,000

3.6%

-37,348,000,000

3,128,000,000

흑자전환

두산중공업

964,709,103,731

870,526,397,832

-9.8%

76,056,650,192

47,330,357,995

-37.8%

3

현대로템

452,419,460,000

533,840,001,000

18.0%

3,024,226,000

1,492,155,000

-50.7%

4

STX

343,033,000,000

313,036,000,000

-8.7%

-2,035,000,000

-1,151,000,000

적자지속

316,064,766,872

257,841,174,446

-18.4%

-31,589,167,322

-17,010,556,586

적자지속

5

한화에어로스
페이스

6

현대비앤지스틸

174,113,730,266

184,182,657,446

5.8%

11,220,067,296

3,527,725,442

-68.6%

7

한국철강

152,402,772,092

175,247,396,560

15.0%

897,732,212

10,762,717,236

1,098.9%

8

STX엔진

69,831,000,000

109,813,000,000

57.3%

1,542,000,000

7,080,000,000

359.1%

9

지엠비코리아

99,775,479,035

102,840,702,701

3.1%

-1,015,691,908

-388,743,686

적자지속

10

HSD엔진

108,171,361,781

101,530,956,642

-6.1%

-880,116,035

-13,720,089,100

적자지속

11

해성디에스

87,946,681,029

77,275,205,451

-12.1%

6,714,273,006

515,052,707

-92.3%

12

S&T중공업

72,453,594,276

66,157,810,973

-8.7%

-4,782,670,753

3,081,457,540

흑자전환

13

디와이파워

65,998,339,931

62,316,385,910

-5.6%

4,964,869,998

2,895,950,545

-41.7%

14

STX중공업

32,729,149,633

61,481,193,298

87.8%

-3,091,967,872

-1,174,359,171

적자지속

15

영화금속

52,973,256,575

60,788,130,647

14.8%

1,170,880,159

985,981,979

-15.8%

16

대림비앤코

54,658,318,936

57,697,287,977

5.6%

1,679,859,849

2,093,815,733

24.6%

17

무학

47,492,343,028

41,693,145,825

-12.2%

-489,940,865

-1,482,468,363

적자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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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코스닥 상장사 2019년 1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매출액(원)
No

영업이익(원)

상장사명
2018 1Q

2019 1Q

증감률

2018 1Q

2019 1Q

증감률

1

경남스틸

67,445,049,772

79,456,085,948

17.8%

2,128,749,397

1,666,071,835

-21.7%

2

삼보산업

59,184,462,005

69,050,680,642

16.7%

293,515,267

2,148,927,324

632.1%

3

삼현철강

55,059,767,490

58,307,968,632

5.9%

2,732,561,837

1,503,459,291

-45.0%

4

이엠텍

49,570,276,930

56,615,977,659

14.2%

5,144,580,610

-4,206,166,312

적자전환

5

우수AMS

43,408,035,585

53,243,723,217

22.7%

48,922,089

999,340,911

1942.7%

6

옵트론텍

32,824,478,954

48,031,468,407

46.3%

4,779,691,623

6,119,417,280

28.0%

7

신성델타테크

40,671,725,526

38,149,465,421

-6.2%

4,098,366,167

3,576,224,776

-12.7%

8

한일단조

28,913,031,482

30,621,014,815

5.9%

-709,097,585

507,054,240

흑자전환

9

나라엠앤디

21,024,635,352

18,771,224,300

-10.7%

1,518,651,809

262,242,151

-82.7%

10

우림기계

14,252,374,829

15,576,767,230

9.3%

491,651,363

-727,710,643

적자전환

11

인화정공

9,312,683,522

13,254,372,181

42.3%

-511,974,809

171,481,746

흑자전환

12

삼양옵틱스

11,764,362,997

12,273,553,032

4.3%

2,686,742,320

2,304,895,436

-14.2%

13

대성파인텍

9,616,962,984

8,483,676,707

-11.8%

923,250,750

123,377,091

-86.6%

14

성우테크론

10,378,168,340

7,211,945,681

-30.5%

1,109,023,165

302,756,616

-72.7%

15

디에스티

3,861,632,289

5,983,617,349

55.0%

-1,757,415,589

-946,846,906

적자지속

16

동방선기

4,395,675,060

5,005,451,166

13.9%

-737,712,195

-413,496,309

적자지속

17

삼원테크

5,395,515,027

4,071,851,001

-24.5%

34,436,337

41,234,04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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