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상장사
2019년 3분기 경영실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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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분석개요

Ⅱ. 2019년 3분기 창원지역상장사 경영실적 현황

▣ 분석목적 : 창원지역 본사소재 상장사의 개별/별도1) 재무제표 상의

1. 코스피시장 23개사 2019년 3분기 경영실적

경영실적을 조사, 분석하여 창원지역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

□ 창원지역 본사 소재 코스피 23개 상장사의 2019년 3분기 총매출액

기 위함

은 4조 8,7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6억 원 줄어 2.8% 감소하였
▣ 분석대상 : 창원지역 본사소재 코스피 23개 사, 코스닥 17개 사 총

음. 영업이익, 순이익은 적자지속 하였음.

40개 상장사

【(창원) 2019년 3분기 코스피 경영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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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8년 3Q

2019년 3Q

증감

증감률

매출액(억원)

50,194

48,798

-1,396

-2.8%

영업이익(억원)

-312

-899

-587

적자지속

순이익(억원)

-754

-1,734

-981

적자지속

매출액영업이익률(%)

-0.62%

-1.84%

-1.22%p

□ 국내 코스피시장 분석대상 679개사의 2019년 3분기 총매출액은 291
조 8,8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 6,538억 원 줄어 5.1% 감소하

▣ 분석내용 : 2019년 3분기 경영실적2)

였음. 영업이익은 61.3% , 순이익은 58.9% 감소하였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 분석방법 : 재무제표분석
▣ 분석기간 : 2019. 11. 1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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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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19년 3분기 코스피 경영 실적 】
구분

2018년 3Q

2019년 3Q

증감

증감률

매출액(억원)

3,075,356

2,918,818

-156,538

-5.1%

영업이익(억원)

324,211

125,436

-198,775

-61.3%

순이익(억원)

242,803

99,910

-142,893

-58.9%

매출액영업이익률(%)

10.54%

4.30%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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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영업이익

창원 코스피 2.8% 감소, 전국 코스피 5.1% 감소

창원 코스피 적자지속, 전국 코스피 61.3% 감소

￮ (창원) 2019년 3분기 총매출액은 4조 8,798억 원

￮ (창원) 2019년 3분기 총영업이익은 -899억 원

: 전년 대비 1,396억 원 줄어 2.8% 감소

: 전년 대비 587억 원 줄어 적자지속
- 영업이익 증가(7개사)

- 매출액 증가(11개사)
S&TC(643억 원, 64.1%↑), 한화에어로스페이스(3,212억 원, 56.0%↑)

S&TC(59억 원, 471.8%↑), 한국철강(85억 원, 355.9%↑)

KR모터스(132억 원, 47.9%↑), STX중공업(646억 원, 34.2%↑)

현대위아(252억 원, 143.2%↑), 디와이파워(42억 원, 56.8%↑)

HSD엔진(1,619억 원, 17.5%↑), 해성디에스(1,035억 원, 7.8%↑)

현대비앤지스틸(79억 원, 11.7%↑), 해성디에스(91억 원, 5.6%↑)

퍼스텍(278억 원, 6.7%↑), 현대로템(5,752억 원, 5.8%↑)

MH에탄올(15억 원, 0.3%↑)

현대비앤지스틸(1,860억 원, 5.6%↑), MH에탄올(112억 원, 3.3%↑)
지엠비코리아(1,045억 원, 0.02%↑)

- 영업이익 흑자전환(3개사)
S&T중공업(27억 원, 245.4%↑), STX(110억 원, 198.2%↑)
HSD엔진(6억 원, 104.4%↑)

- 매출액 감소(12개사)
STX(3,000억 원, 15.5%↓), 무학(340억 원, 12.9%↓)
현대위아(1조 5,726억 원, 11.4%↓), 한국철강(1,753억 원, 10.3%↓)

- 영업이익 감소(2개사)
STX엔진(7억 원, 50.6%↓), 대림비앤코(10억 원, 30.8%↓)

두산중공업(7,992억 원, 9.3%↓), KISCO홀딩스(5억 원, 7.4%↓)
삼성공조(145억 원, 6.7%↓), 디와이파워(550억 원, 4.4%↓)
STX엔진(1,124억 원, 4.2%↓), 대림비앤코(561억 원, 1.5%↓)
영화금속(529억 원, 1.2%↓), S&T중공업(738억 원, 0.4%↓)

- 영업이익 적자지속(10개사)
현대로템(-968억 원, 911.0%↓), 삼성공조(-13억 원, 107.4%↓)
KISCO홀딩스(-3억 원, 22.6%↓), 무학(-38억 원, 6.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0억 원, 14.0%↑), KR모터스(-18억 원, 20.1%↑)

￮ (전국) 2019년 3분기 총매출액은 291조 8,818억 원
: 전년 대비 15조 6,538억 원 줄어 5.1% 감소
- 기계 4조 1,250억 원으로 1,509억 원 늘어 3.8% 증가
- 운송장비 37조 3,372억 원으로 1조 1,828억 원 늘어 3.3% 증가
- 전기전자 70조 6,063억 원으로 11조 8,534억 원 줄어 14.4% 감소
- 철강금속 18조 3,924억 원으로 9,154억 원 줄어 4.7% 감소

STX중공업(-7억 원, 42.5%↑), 지엠비코리아(-14억 원, 59.4%↑)
퍼스텍(-11억 원, 85.3%↑), 영화금속(-2억 원, 87.7%↑)
- 영업이익 적자전환(1개사)
두산중공업(-467억 원, 954.0%↓)
￮ (전국) 2019년 3분기 총영업이익은 12조 5,436억 원
: 전년 대비 19조 8,774억 원 줄어 61.3% 감소
- 기계 2,001억 원으로 525억 원 늘어 35.5% 증가
- 운송장비 948억 원으로 1,840억 원 늘어 흑자전환
- 전기전자 2조 7,843억 원으로 18조 5,203억 원 줄어 86.9% 감소
- 철강금속 9,614억 원으로 4,807억 원 줄어 33.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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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익

□ 매출액영업이익률

창원 코스피 적자지속, 전국 코스피 58.9% 감소

창원 코스피 -1.84%, 전국 코스피 4.30%

￮ (창원)2019년 3분기 총순이익 1,734억 원 적자
: 전년 대비 981억 원 줄어 적자지속

￮ (창원) 2019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1.84%
: 전년 대비 -1.22%p 하락
- 전국평균 이상(5개사)

- 순이익 증가(7개사)
S&T중공업(67억 원, 10,780.8%↑), S&TC(66억 원, 1,667.4%↑)

MH에탄올 13.10%, S&TC 9.21%, 해성디에스 8.80%

현대위아(177억 원, 226.2%↑), 디와이파워(40억 원, 110.3%↑)

디와이파워 7.64%, 한국철강 4.88%

해성디에스(76억 원, 19.1%↑), 현대비앤지스틸(58억 원, 12.5%↑)
MH에탄올(10억 원, 6.9%↑)

- 전국평균 미만(18개사)
현대비앤지스틸 4.24%, STX 3.67%, S&T중공업 3.62%
대림비앤코 1.75%, 현대위아 1.60%, STX엔진 0.61%

- 순이익 흑자전환(3개사)
한국철강(108억 원, 194.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4억 원, 193.9%↑)
영화금속(1억 원, 107.4%↑)

HSD엔진 0.35%, 영화금속 -0.30%, STX중공업 -1.14%
지엠비코리아 -1.32%, 퍼스텍 -4.0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35%
두산중공업 -5.84%, 삼성공조 -9.12%, 무학 -11.20%
KR모터스 -13.58%, 현대로템 -16.83%, KISCO홀딩스 -68.09%

- 순이익 감소(3개사)
삼성공조(5억 원, -59.1%↓), KISCO홀딩스(1억 원, 15.7%↓)
대림비앤코(5억 원, 13.1%↓)
- 순이익 적자지속(8개사)

￮ (전국) 2019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4.30%
: 전년 대비 6.24%p 하락
- 기계 4.85%로 전년 대비 1.14%p 상승

두산중공업(-1,204억 원, 606.9%↓), 현대로템(-1,106억 원, 281.7%↓)
KR모터스(-36억 원, 19.0%↓), HSD엔진(-33억 원, 48.6%↑)
STX엔진(-10억 원, 48.9%↑), 퍼스텍(-13억 원, 81.9%↑)

- 운송장비 0.25%로 전년 대비 0.50%p 상승
- 전기전자 3.94%로 전년 대비 21.89%p 하락
- 철강금속 5.23%로 전년 대비 2.24%p 하락

지엠비코리아(-1억 원, 94.8%↑), STX(-2백만 원, 100.0%↑)
- 순이익 적자전환(2개사)
STX중공업(-33억 원, 433.7%↓), 무학(-55억 원, 359.8%↓)
￮ (전국) 2019년 3분기 총순이익은 9조 9,910억 원
: 전년 대비 14조 2,893억 원 줄어 58.9% 감소
- 기계 1,456억 원으로 910억원 늘어 166.4% 증가
- 운송장비 2,699억 원으로 1,530억 원 늘어 130.8% 증가
- 전기전자 4조 7,178억 원으로 10조 6,146억 원 줄어 69.2% 감소
- 철강금속 5,936억 원으로 3,725억 원 줄어 38.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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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2. 코스닥시장 17개사 2019년 3분기 경영실적

창원 코스닥 제조업 1.6% 증가, 전국 코스닥 제조업 1.1% 증가

□ 창원지역 본사 소재 코스닥 17개 상장사의 2019년 3분기 총매출액은
4,9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억 원 늘어 1.6% 증가하였음. 영업

이익은 56.2%, 순이익은 68.0% 감소하였음

【(창원 코스닥 제조업) 2019년 3분기 코스닥 경영실적】
구분

2018년 3분기

2019년 3분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억원)

4,905

4,985

80

1.6%

영업이익(억원)

159

70

-89

-56.2%

순이익(억원)

97

31

-66

-68.0%

매출액영업이익률(%)

3.24%

1.40%

-1.85%p

￮ (창원) 2019년 3분기 총매출액은 4,985억 원
: 전년 대비 80억 원 늘어 1.6% 증가
- 매출액 증가(9개사)
인화정공(185억 원, 69.7%↑), 동방선기(60억 원, 39.5%↑)
경남스틸(817억 원, 23.8%↑), 옵트론텍(381억 원, 23.8%↑)
나라엠앤디(293억 원, 18.2%↑), 삼보산업(587억 원, 10.2%↑)
삼원테크(45억 원, 5.1%↑), 삼현철강(566억 원, 3.1%↑)
우수AMS(500억 원, 2.4%↑)
- 매출액 감소(8개사)
이엠텍(503억 원, 29.0%↓), 우림기계(97억 원, 27.5%↓)
디에스티(29억 원, 21.3%↓), 성우테크론(79억 원, 20.5%↓)
신성델타테크(289억 원, 18.1%↓), 한일단조(301억 원, 9.7%↓)
대성파인텍(84억 원, 5.6%↓), 삼양옵틱스(169억 원, 1.2%↓)
￮ (전국 코스닥 제조업 500개 사)
2019년 3분기 총매출액은 13조 4,525억 원
: 전년 대비 1,424억 원 늘어 1.1% 증가

□ 국내 코스닥시장 분석대상 제조업 500개사의 2019년 3분기 총매출액
은 13조 4,525억 원으로 1,424억 원 늘어 1.1% 증가하였음. 영업이익
은 8.8%, 순이익은 16.3% 감소하였음

□ 영업이익
창원 코스닥 제조업 56.2% 감소, 전국 코스닥 제조업 8.8% 감소
￮ (창원) 2019년 3분기 총영업이익은 70억 원

【(전국 코스닥 제조업) 2019년 3분기경영실적】

: 전년 대비 89억 원 줄어 56.2% 감소
- 영업이익 증가(3개사)

구분

2018년 3분기

2019년 3분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억원)

133,101

134,525

1,424

1.1%

영업이익(억원)

6,647

6,063

-584

-8.8%

순이익(억원)

5,897

4,934

-964

-16.3%

매출액영업이익률(%)

4.99%

4.51%

-0.49%p

신성델타테크(32억 원, 408.0%↑), 옵트론텍(54억 원, 153.0%↑)
삼양옵틱스(42억 원, 18.8%↑)
- 영업이익 흑자전환(2개사)
한일단조(7억 원, 178.1%↑), 인화정공(3억 원, 130.9%↑)
- 영업이익 감소(4개사)
성우테크론(5억 원, 74.0%↓), 경남스틸(9억 원, 44.9%↓)
나라엠앤디(8억 원, 17.9%↓), 삼원테크(1억 원, 10.4%↓)
- 영업이익 적자지속(2개사)
디에스티(-31억 원, 267.8%↓), 동방선기(-2억 원, 66.2%↑)

- 7 -

- 8 -

- 영업이익 적자전환(6개사)
우수AMS(-6억 원, 597.7%↓), 우림기계(-7억 원, 379.9%↓)
이엠텍(-29억 원, 180.6%↓), 삼보산업(-11억 원, 176.0%↓)
대성파인텍(-2억 원, 148.9%↓), 삼현철강(-4억 원, 114.3%↓)
￮ (전국 코스닥 제조업 500개사)
2019년 3분기 총영업이익은 6,063억 원
: 전년 대비 584억 원 줄어 8.8% 감소

□ 순이익
창원 코스닥 제조업 68.0% 감소, 전국 코스닥 제조업 16.3% 감소
￮ (창원) 2019년 3분기 총순이익 31억 원
: 전년 대비 66억 원 줄어 68.0% 감소

□ 매출액영업이익률
창원 코스닥 제조업 1.40%, 전국 코스닥 제조업 4.51%
￮ (창원) 2019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1.40%
: 전년 대비 1.85%p 하락
- 전국평균 이상(4개사)
삼양옵틱스 24.67%, 옵트론텍 14.11%, 신성델타테크 11.24%
성우테크론 6.51%
- 전국평균 미만(13개사)
삼원테크 3.00%, 나라엠앤디 2.67%, 한일단조 2.23%
인화정공 1.64%, 경남스틸 1.10%, 삼현철강 -0.68%
우수AMS -1.24%, 삼보산업 -1.80%, 대성파인텍 -1.85%
동방선기 -4.08%, 이엠텍 -5.69%, 우림기계 -7.36%
디에스티 -107.88%

- 순이익 증가(3개사)
옵트론텍(41억 원, 771.8%↑), 신성델타테크(33억 원, 748.0%↑)
삼양옵틱스(36억 원, 26.8%↑)

￮ (전국 코스닥 제조업 500개사)
2019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4.51%
: 전년 대비 0.49%p 하락

- 순이익 흑자전환(2개사)
삼원테크(4억 원, 474.7%↑), 한일단조(8억 원, 181.2%↑)
- 순이익 감소(4개사)
이엠텍(4억 원, 84.1%↓), 성우테크론(5억 원, 75.9%↓)
경남스틸(8억 원, 50.1%↓), 나라엠앤디(8억 원, 34.3%↓)
- 순이익 적자지속(4개사)
디에스티(-39억 원, 1,593.3%↓), 대성파인텍(-8억 원, 18.3%↑)
동방선기(-2억 원, 74.1%↑), 인화정공(-4억 원, 79.2%↑)
- 순이익 적자전환(4개사)
우수AMS(-19억 원, 1,129.3%↓), 삼보산업(-41억 원, 830.9%↓)
우림기계(-2억 원, 225.1%↓), 삼현철강(-2억 원, 108.9%↓)

￮ (전국 코스닥 제조업 500개사)
2019년 3분기 총순이익은 4,934억 원
: 전년 대비 964억 원 줄어 16.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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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분기 매출액 상위 5개사

III. 종합

- 경남스틸 817억 원, 삼보산업 587억 원, 삼현철강 566억 원
이엠텍 503억 원, 우수AMS 500억 원

□ 유가시장(코스피 23개사)
￮ 2019년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대비 감소
- 매출액은 4조 8,7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6억 원 줄어 2.8% 감소
(전국평균 5.1% 감소)
- 영업이익은 -8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7억 원 줄어 적자지속
(전국평균 61.3% 감소)
- 순이익은 -1,7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1억 원 줄어 적자지속
(전국 평균 58.9% 감소)

￮ 2019년 3분기 매출액 증가율 상위 5개사
- 인화정공 69.7%, 동방선기 39.5%, 경남스틸 23.8%
옵트론텍 23.8%, 나라엠앤디 18.2%
￮ 2019년 3분기 영업이익 상위 5개사
- 옵트론텍 54억 원, 삼양옵틱스 42억 원, 신성델타테크 32억 원
경남스틸 9억 원, 나라엠앤디 8억 원
￮ 순이익 흑자기업은 9개사, 적자기업은 8개사

￮ 2019년 3분기 매출액 상위 5개사
- 현대위아 1조 5,726억 원, 두산중공업 7,992억 원, 현대로템 5,752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212억 원, STX 3,000억 원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0%로 전년 동기 대비 1.85%p 하락
- 전국 평균은 4.51%로 전년 동기 대비 0.49%p 하락

￮ 2019년 3분기 매출액 증가율 상위 5개사
- S&TC 64.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6.0%, KR모터스 47.9%,
STX중공업 34.2%, HSD엔진 17.5%

□ 2019년 3분기 창원지역 코스피 상장사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
익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총매출액은 2.8% 감소했으나 매출액 증가 13
개사, 감소 10개사로 매출액 증가 기업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총영업이익
은 적자지속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흑자전환 3개사, 증가 7개사, 감소 2개사,

￮ 2019년 3분기 영업이익 상위 5개사
- 현대위아 252억 원, STX 110억 원, 해성디에스 91억 원
한국철강 85억 원, 현대비앤지스틸 79억 원
￮ 순이익 흑자기업은 13개사, 적자기업은 10개사

적자지속 10개사, 적자전환 1개사로 적자를 지속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음. 순이익
은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 3분기 창원지역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 순이익
은 감소했음. 총매출액은 1.6% 증가했으며 매출액 증가 9개사, 매출액 감소 8개사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77%로 전년동기대비 2.33%p 상승
- 전국평균은 4.30%로 전년동기대비 6.24%p 하락

로 조사되었음. 총영업이익은 56.2% 감소했으며 영업이익 증가 3개사, 흑자전환 2
개사, 감소 4개사, 적자전환 6개사, 적자지속 2개사로 나타났음. 순이익은 68.0%
감소했음.

□ 코스닥 17개사
￮ 2019년 3분기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 순이익은 감소
- 매출액은 4,9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억 원 늘어 1.6% 증가
(전국평균 1.1% 증가)
-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억 원 줄어 56.2% 감소
(전국평균 8.8% 감소)
- 순이익은 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억 원 줄어 68.0% 감소
(전국평균 16.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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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코스피 상장사 2019년 3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매출액(원)
No

1

현대위아

2

4

영업이익(원)

매출액(원)

상장사명

No
2018 3Q

3

창원지역 코스닥 상장사 2019년 3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2019 3Q

증감률

2018 3Q

2019 3Q

영업이익(원)

상장사명

증감률

2018 3Q

2019 3Q

증감률

2018 3Q

2019 3Q

증감률

1,775,929,000,000

1,572,617,000,000

-11.4%

10,346,000,000

25,164,000,000

143.2%

1

경남스틸

65,971,781,473

81,696,066,539

23.8%

1,623,897,938

895,254,718

-44.9%

두산중공업

881,366,981,414

799,203,355,706

-9.3%

5,465,695,947

-46,678,581,301

적자전환

2

삼보산업

53,221,387,673

58,667,414,714

10.2%

1,388,035,653

-1,055,277,931

적자전환

현대로템

543,705,610,000

575,235,630,000

5.8%

-9,574,121,000

-96,794,347,000

적자지속

3

삼현철강

54,896,449,894

56,619,130,613

3.1%

2,699,158,928

-384,701,566

적자전환

205,896,790,846

321,207,831,425

56.0%

-16,255,308,965

-13,978,471,616

적자지속

4

이엠텍

70,856,820,079

50,290,948,684

-29.0%

3,550,336,005

-2,859,878,078

적자전환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5

STX

355,029,000,000

299,985,000,000

-15.5%

-11,208,000,000

11,003,000,000

흑자전환

5

우수AMS

48,788,738,034

49,957,295,966

2.4%

124,125,746

-617,745,254

적자전환

6

현대비앤지스틸

176,037,932,000

185,962,495,847

5.6%

7,055,360,363

7,881,293,427

11.7%

6

옵트론텍

30,788,459,394

38,126,134,824

23.8%

2,125,830,784

5,378,563,970

153.0%

7

한국철강

195,306,374,308

175,258,271,954

-10.3%

1,874,712,078

8,547,730,904

355.9%

7

한일단조

33,368,184,689

30,143,183,670

-9.7%

-862,047,539

672,937,655

흑자전환

8

HSD엔진

137,751,394,760

161,854,924,930

17.5%

-12,875,285,740

565,564,166

흑자전환

8

나라엠앤디

24,778,750,206

29,288,128,421

18.2%

952,083,249

781,612,823

-17.9%

9

STX엔진

117,353,000,000

112,442,000,000

-4.2%

1,379,000,000

681,000,000

-50.6%

9

신성델타테크

35,292,588,302

28,896,487,154

-18.1%

639,223,591

3,246,991,940

408.0%

10

지엠비코리아

104,472,871,607

104,498,895,509

0.0%

-3,388,731,152

-1,375,986,819

적자지속

10

인화정공

10,899,483,557

18,493,739,355

69.7%

-981,000,118

303,211,121

흑자전환

11

해성디에스

96,044,914,809

103,543,858,576

7.8%

8,634,020,528

9,114,556,513

5.6%

11

삼양옵틱스

17,140,405,234

16,932,797,433

-1.2%

3,516,997,486

4,176,504,903

18.8%

12

S&T중공업

74,143,550,234

73,812,676,958

-0.4%

-1,835,816,251

2,668,585,011

흑자전환

12

우림기계

13,419,196,299

9,723,776,466

-27.5%

255,853,735

-716,014,970

적자전환

13

STX중공업

48,127,525,150

64,575,661,011

34.2%

-1,275,509,733

-732,974,148

적자지속

13

대성파인텍

8,872,394,378

8,379,538,720

-5.6%

316,517,624

-154,820,488

적자전환

14

S&TC

39,171,879,064

64,290,862,306

64.1%

1,035,437,827

5,921,037,571

471.8%

14

성우테크론

9,939,086,324

7,900,208,313

-20.5%

1,976,449,677

514,339,867

-74.0%

15

대림비앤코

56,934,238,542

56,069,674,097

-1.5%

1,417,650,288

980,362,114

-30.8%

15

동방선기

4,295,485,583

5,993,939,943

39.5%

-722,320,330

-244,497,542

적자지속

16

디와이파워

57,513,940,979

54,985,852,198

-4.4%

2,678,384,122

4,199,342,587

56.8%

16

삼원테크

4,273,478,472

4,490,780,679

5.1%

150,596,906

134,884,385

-10.4%

17

영화금속

53,576,215,930

52,939,484,358

-1.2%

-1,305,906,240

-160,185,729

적자지속

17

디에스티

3,647,612,560

2,871,682,950

-21.3%

-842,357,524

-3,098,102,611

적자지속

18

무학

39,047,861,636

34,028,648,051

-12.9%

-4,052,620,328

-3,810,402,309

적자지속

490,450,302,151

498,471,254,444

1.6%

15,911,381,811

6,973,262,942

-56.2%

19

퍼스텍

26,101,762,751

27,844,725,689

6.7%

-7,658,630,959

-1,123,459,557

적자지속

20

삼성공조

15,586,813,518

14,544,240,220

-6.7%

-639,758,172

-1,326,918,345

적자지속

21

KR모터스

8,957,688,931

13,247,065,998

47.9%

-2,251,724,121

-1,798,620,167

적자지속

22

MH에탄올

10,802,056,138

11,161,523,602

3.3%

1,457,990,114

1,462,036,252

0.3%

23

KISCO홀딩스

528,000,000

489,000,000

-7.4%

-271,584,651

-332,980,297

적자지속

5,019,385,402,617

4,879,798,678,435

-2.8%

-31,248,746,045

-89,924,418,743

적자지속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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