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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분석대상 : 코스피 23개, 코스닥 16개 총 39개사

○ 2018년 상반기 매출액

- 창원 코스피 23개사 10조 1,143억 원(11.2%↓), 전국(4.1%↑)

- 창원 코스닥 16개사 8,665억 원(3.1%↓), 전국(1.8%↓)

- 코스피 매출액 상위 5개사 : 현대위아 3조 4,492억 원, 두산중공업 1조 9,652억 원

현대로템 1조 188억 원, STX 6,723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518억 원

- 코스닥 매출액 상위 5개사 : 경남스틸 1,379억 원, 삼보산업 1,233억 원

삼현철강 1,150억 원, 우수AMS 926억 원

신성델타테크 779억 원

○ 2018년 상반기 영업이익

- 창원 코스피 23개사 1,457억 원(66.4%↓), 전국(18.6%↑)

- 창원 코스닥 16개사 313억 원(18.2%↓), 전국(23.9%↓)

- 코스피 영업이익 상위 5개사 : 두산중공업 1,380억 원, 현대비앤지스틸 238억 원

현대로템 175억 원, 해성디에스 140억 원

한국철강 130억 원

- 코스닥 영업이익 상위 5개사:　삼양옵틱스 64억 원, 삼현철강 54억 원

옵트론텍 52억 원, 경남스틸 36억 원

성우테크론 29억 원

○ 2018년 상반기 순이익

- 창원 코스피 23개 사 1,872억 원(85.9%↓), 전국(7.6%↑)

- 창원 코스닥 16개 사 348억 원(26.5%↑), 전국(5.2%↓)

○ 2018년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률

- 코스피 23개 사 : 1.44%(전국 10.21%)

- 코스닥 16개 사 : 3.61%(전국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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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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사 총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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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사

: 경남스틸, 나라엠앤디, 대성파인텍, 동방선기, 디에스티, 삼보산업, 삼양옵틱스, 

삼원테크, 삼현철강, 성우테크론, 신성델타테크, 옵트론텍, 우림기계, 우수AMS, 

인화정공, 한일단조

* 신텍 상장폐지로 제외

▣ 분석내용 :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2)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 분석방법 : 재무제표분석

▣ 분석기간 : 2018.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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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상반기 창원지역상장사 경영실적 현황

1. 코스피시장 23개사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

□ 창원지역 본사 소재 코스피 23개 상장사의 ‘18년 상반기 총매출액

은 10조 1,1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2,705억 원 줄어 11.2% 감

소하였음. 영업이익은 66.4% 감소, 순이익은 85.9% 감소하였음.

【(창원) ‘18년 상반기 코스피 경영 실적】

구분 ‘17년 상반기 ‘18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억원) 113,848 101,143 -12,705 -11.2

영업이익(억원) 4,335 1,457 -2,878 -66.4

순이익(억원) 13,247 1,872 -11,376 -85.9

매출액영업이익률(%) 3.81 1.44 -2.37%p

□ 국내 코스피시장 분석대상 641개사의 `18년 상반기 총매출액은 561

조 8,3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 1,490억 원 늘어 4.1% 증가하

였음. 영업이익은 18.6% 증가, 순이익은 7.6% 증가하였음.

【(전국) ‘18년 상반기 코스피 경영 실적 】

구분 ‘17년 상반기 ‘18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억원) 5,396,908 5,618,398 221,490 4.1%

영업이익(억원) 483,509 573,511 90,002 18.6%

순이익(억원) 438,221 471,589 33,368 7.6%

매출액영업이익률(%) 8.96 10.21 1.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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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창원 코스피 11.2% 감소, 전국 코스피 4.1% 증가

￮ (창원) 2018년 상반기 총매출액은 10조 1,143억 원

: 전년 대비 1조 2,705억 원 줄어 11.2% 감소

- 매출액 증가(8개사)

현대위아(3조 4,492억 원, 1.0%↑), 한국철강(3,631억 원, 3.9%↑)

해성디에스(1,819억 원, 14.3%↑), 디와이파워(1,335억 원, 4.1%↑)

대림비앤코(1,166억 원, 13.7%↑), 영화금속(1,092억 원, 25.2%↑)

MH에탄올(239억 원, 0.1%↑), KR모터스(110억 원, 6.6%↑)

- 매출액 감소(15개사)

두산중공업(1조 9,652억 원, 8.2%↓), 현대로템(1조 188억 원, 7.2%↓)

STX(6,723억 원, 1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5,518억 원, 54.6%↓)

현대비앤지스틸(3,608억 원, 4.8%↓), HSD엔진(2,557억 원, 42.5%↓),

지엠비코리아(2,086억 원, 5.1%↓), STX엔진(1,721억 원, 6.1%↓)

S&T중공업(1,582억 원, 16.4%↓), STX중공업(1,025억 원, 16.6%↓)

무학(944억 원, 26.0%↓), S&TC(716억 원, 32.8%↓)

퍼스텍(470억 원, 24.6%↓), 삼성공조(349억 원, 13.7%↓)

KISCO홀딩스(122억 원, 1.4%↓)

￮ (전국) 2018년 상반기 총매출액은 561조 8,398억 원

 : 전년 대비 22조 1,490억 원 늘어 4.1% 증가

- 기계 7조 647억 원으로 698억 원 줄어 1.0% 감소

- 운송장비 70조 1,011억 원으로 6조 4,579억 원 줄어 8.4% 감소

- 전기전자 145조 7,575억 원으로 12조 7,043억 원 늘어 9.6% 증가

- 철강금속 39조 8,023억 원으로 1조 9,606억 원 늘어 5.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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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창원 코스피 66.4% 감소, 전국 코스피 18.6% 증가

￮ (창원) 2018년 상반기 총영업이익은 1,457억 원

: 전년 대비 2,878억 원 줄어 66.4% 감소

- 영업이익 증가(1개사)

현대비앤지스틸(238억 원, 71.9%↑)

- 영업이익 감소(14개사)

두산중공업(1,380억 원, 3.9%↓), 현대로템(175억 원, 47.6%↓)

해성디에스(140억 원, 28.1%↓), 한국철강(130억 원, 54.3%↓)

KISCO홀딩스(109억 원, 2.0%↓), 디와이파워(105억 원, 21.9%↓)

STX(61억 원, 56.7%↓), 대림비앤코(59억 원, 25.7%↓)

MH에탄올(48억 원, 11.7↓), STX엔진(39억 원, 58.9%↓)

S&TC(22억 원, 77.8%↓), 영화금속(14억 원, 66.3%↓)

삼성공조(6억 원, 85.1%↓), 지엠비코리아(5억 원, 93.7%↓)

- 영업이익 적자전환(7개사)

무학(-21억 원, 109.3%↓), S&T중공업(-58억 원, 198.7%↓)

STX중공업(-67억 원, 288.8%↓), 퍼스텍(-92억 원, 1189.0%↓)

HSD엔진(-103억 원, 199%↓), 현대위아(170억 원, 131.6%↓)

한화에어로스페이스(531억 원, 424.9%↓)

- 영업이익 적자지속(1개사)

KR모터스(-31억 원, 45.4%↑)

￮ (전국) 2018년 상반기 총영업이익은 57조 3,511억 원

: 전년 대비 9조 2억 원 늘어 18.6% 증가

- 기계 3,774억 원으로 1,212억 원 줄어 24.3% 감소

- 운송장비 1조 8,694억 원으로 2조 8,661억 원 줄어 60.5% 감소

- 전기전자 32조 8,287억 원으로 11조 4,517억 원 늘어 53.6% 증가

- 철강금속 3조 723억 원으로 321억 원 늘어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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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익

창원 코스피 85.9% 감소, 전국 코스피 7.6% 증가

￮ (창원)2018년 상반기 총순이익 1,872억 원 흑자

: 전년 대비 1조 1,376억 원 줄어 85.9% 감소

- 순이익 증가(4개사)

두산중공업(1,070억 원, 280.9%↑), 현대로템(175억 원, 32.0%↑)

현대비앤지스틸(171억 원, 100.1%↑), S&TC(64억 원, 66.3%↑)

- 순이익 감소(12개사)

STX중공업(325억 원, 95.5%↓), 한국철강(157억 원, 39.3%↓)

KISCO홀딩스(116억 원, 0.9%↓), 해성디에스(112억 원, 23.0%↓)

디와이파워(92억 원, 14.7%↓), STX(68억 원, 98.0%↓)

삼성공조(46억 원, 27.7%↓), 무학(43억 원, 90.9%↓)

MH에탄올(37억 원, 5.9%↓), 영화금속(20억 원, 18.1%↓)

대림비앤코(20억 원, 9.9%↓), 지엠비코리아(11억 원, 81.0%↓)

- 순이익 적자지속(1개사)

KR모터스(-50억 원, 27.6%↑)

- 순이익 적자전환(6개사)

STX엔진(-3억 원, 119.6%↓), S&T중공업(-9억 원, 121.9%↓)

HSD엔진(-63억 원, 236.1%↓), 현대위아(-74억 원, 126.3%↓)

퍼스텍(-126억 원, 4000.3%↓), 한화에어로스페이스(-328억 원, 180.9%↓)

￮ (전국) 2018년 상반기 총순이익은 47조 1,589억 원

 : 전년 대비 3조 3,368억 원 늘어 7.6% 증가

- 기계 2,672억 원으로 8,914억 원 줄어 76.9% 감소

- 운송장비 2조 9,035억 원으로 2조 9,317억 원 줄어 50.2% 감소

- 전기전자 24조 6,891억 원으로 7조 4,006억 원 늘어 42.8% 증가

- 철강금속 2조 1,051억 원으로 5,096억 원 줄어 19.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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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영업이익률

창원 코스피 1.44%, 전국 코스피 10.21%

￮ (창원) 2018년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률 1.44%

: 전년대비 2.37%p 하락

- 전국평균 이상(1개사)

MH에탄올 20.16%

- 전국평균 미만(22개사)

디와이파워 7.86%, 해성디에스 7.72%, 두산중공업 7.02%

현대비앤지스틸 6.60%, 대림비앤코 5.03%, 한국철강 3.59%

S&TC 3.11%, STX엔진 2.24%, 현대로템 1.71%

삼성공조 1.61%, 영화금속 1.27%, 지엠비코리아 0.24%

현대위아 -0.49%, 무학 -2.21%, S&T중공업 -3.64%

HSD엔진 -4.03%, STX중공업 -6.5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63%

퍼스텍 -19.58%, KR모터스 -27.79%

* 지주회사 : KISCO홀딩스 88.67%, STX 0.91%

￮ (전국) 2018년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률 10.21%

: 전년대비 1.25%p 상승

- 기계 5.34%로 전년대비 1.65%p 하락

- 운송장비 2.67%로 전년대비 3.52%p 하락

- 전기전자 22.52%로 전년대비 6.46%p 상승

- 철강금속 7.72%로 전년대비 0.32%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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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닥시장 16개사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

□ 창원지역 본사 소재 코스닥 16개 상장사의 `18년 상반기 총매출액은 

8,6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억 원 줄어 3.1% 감소하였음. 영업

이익은 18.2% 감소, 순이익은 26.5% 증가하였음.

【(창원 코스닥 제조업) ‘18년 상반기 코스닥 경영실적】

구분 ‘17년 상반기 ‘18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억원) 8,947 8,665 -282 -3.1

영업이익(억원) 383 313 -70 -18.2

순이익(억원) 275 348 73 26.5

매출액영업이익률(%) 4.28% 3.61% -0.66%p

□ 국내 코스닥시장 분석대상 제조업 456개사의 `18년 상반기 총매출액은 

26조 555억 원으로 4,862억 원 줄어 1.8% 감소하였음. 영업이익은 

23.9% 감소, 순이익은 5.2% 감소하였음.

【(전국 코스닥 제조업) ‘18년 상반기 경영실적】

구분 `17년 상반기 `18년 상반기 증감 증감률

매출액(억원) 265,417 260,555 -4,862 -1.8

영업이익(억원) 19,166 14,584 -4,582 -23.9

순이익(억원) 15,981 15,156 -825 -5.2

매출액영업이익률(%) 7.22% 5.60% -1.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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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창원 코스닥 제조업 3.1% 감소, 전국 코스닥 제조업 1.8% 감소

￮ (창원) 2018년 상반기 총매출액은 8,665억 원

: 전년대비 282억 원 줄어 3.1% 감소

- 매출액 증가(8개사)

삼현철강(1,150억 원, 40.3%↑), 우수AMS(926억 원, 4.8%↑)

한일단조(597억 원, 14.8%↑), 나라엠앤디(468억 원, 2.3%↑)

우림기계(303억 원, 11.9%↑), 성우테크론(208억 원, 20.4%↑)

디에스티(147억 원, 63.9%↑), 삼원테크(109억 원, 3.7%↑)

- 매출액 감소(8개사)

경남스틸(1,379억 원, 7.5%↓), 삼보산업(1,233억 원, 24.3%↓)

신성델타테크(779억 원, 11.6%↓), 옵트론텍(620억 원, 23.2%↓)

삼양옵틱스(266억 원, 4.3%↓), 인화정공(209억 원, 8.6%↓)

대성파인텍(189억 원, 11.5%↓), 동방선기(83억 원, 16.9%↓)

￮ (전국 코스닥 제조업 456개 사)

2018년 상반기 총매출액은 26조 555억 원

: 전년대비 4,862억 원 줄어 1.8% 감소

□ 영업이익

창원 코스닥 제조업 18.2% 감소, 전국 코스닥 제조업 23.9% 감소

￮ (창원) 2018년 상반기 총영업이익은 313억 원

: 전년대비 70억 원 줄어 18.2% 감소

- 영업이익 증가(4개사)

삼현철강(54억 원, 105.8%↑), 경남스틸(36억 원, 51.8%↑)

성우테크론(29억 원, 43.7%↑), 디에스티(12억 원, 38.6%↑)

- 영업이익 흑자전환(1개사)

우림기계(9억 원, 485.4%↑)

- 영업이익 감소(8개사)

삼양옵틱스(64억 원, 20.3%↓), 옵트론텍(52억 원, 46.6%↓)

신성델타테크(25억 원, 52.1%↓), 나라엠앤디(24억 원, 22.9%↓)

대성파인텍(20억 원, 0.1%↓), 우수AMS(8억 원, 29.9%↓)

삼보산업(6억 원, 71.0%↓), 삼원테크(2억 원,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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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적자전환(1개사)

한일단조(10억 원, 212.8%↓)

- 영업이익 적자지속(2개사)

동방선기(-14억 원, 269.7%↓), 인화정공(-4억 원, 76.3%↑)

￮ (전국 코스닥 제조업 456개사)

2018년 상반기 총영업이익은 1조 4,584억 원

: 전년대비 4,582억 원 줄어 23.9% 감소

□ 순이익

창원 코스닥 제조업 26.5% 증가, 전국 코스닥 제조업 5.2% 감소

￮ (창원) 2018년 상반기 총순이익 348억 원

: 전년대비 73억 원 늘어 26.5% 증가

- 순이익 증가(6개사)

대성파인텍(67억 원, 437.5%↑), 옵트론텍(61억 원, 63.9%↑)

인화정공(46억 원, 2.5%↑), 삼현철강(46억 원, 126.2%↑)

경남스틸(32억 원, 112.9%↑), 우수AMS(19억 원, 3.7%↑)

- 순이익 흑자전환(2개사)

우림기계(23억 원, 389.7%↑), 삼원테크(3억 원, 133.1%↑)

- 순이익 감소(4개사)

삼양옵틱스(64억 원, 19.8%↓), 성우테크론(25억 원, 3.5%↓)

나라엠앤디(23억 원, 4.3%↓), 신성델타테크(11억 원, 75.5%↓)

- 순이익 적자지속(3개사)

한일단조(-10억 원, 1.9%↓), 동방선기(-10억 원, 8.9%↓)

삼보산업(-25억 원, 95.0%↓)

- 순이익 적자전환(1개사)

디에스티(-26억 원, 3226.6%↓)

￮ (전국 코스닥 제조업 456개사)

2018년 상반기 총순이익은 1조 5,156억 원

: 전년대비 825억 원 줄어 5.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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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영업이익률

창원 코스닥 제조업 3.61%, 전국 코스닥 제조업 5.60%

￮ (창원) 2018년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률 3.61%

: 전년대비 0.66%p 하락

- 전국평균 이상(5개사)

삼양옵틱스 24.14%, 성우테크론 13.90%, 대성파인텍 10.59%

옵트론텍 8.38%, 디에스티 7.90%

- 전국평균 미만(11개사)

나라엠앤디 5.21%, 삼현철강 4.68%, 신성델타테크 3.21%

우림기계 2.93%, 경남스틸 2.58%, 삼원테크 1.61%

우수AMS 0.92%, 삼보산업 0.50%, 한일단조 -1.71%

인화정공 -1.74%, 동방선기 -16.56%

￮ (전국 코스닥 제조업 456개사)

2018년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률 5.60%

: 전년대비 1.62%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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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합

□ 유가시장(코스피 23개사)

￮ 2018년 상반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매출액은 10조 1,1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2,705억 원 줄어 11.2% 감소

   (전국평균 4.1% 증가)

- 영업이익은 1,4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8억 원 줄어 66.4% 감소

   (전국평균 18.6% 증가)

- 순이익은 1,8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1,376억 원 줄어 85.9% 감소

   (전국 평균 7.6% 증가)

￮ 2018년 상반기 매출액 상위 5개사

- 현대위아 3조 4,492억 원, 두산중공업 1조 9,652억 원, 현대로템 1조 188억 원

STX 6,723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518억 원

￮ 2018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상위 5개사

- 영화금속 25.2%, 해성디에스 14.3%, 대림비앤코 13.7%, KR모터스 6.6%,

디와이파워 4.1%

￮ 2018년 상반기 영업이익 상위 5개사

- 두산중공업 1,380억 원, 현대비앤지스틸 238억 원, 현대로템 175억 원

해성디에스 140억 원, 한국철강 130억 원

￮ 순이익 흑자기업은 16개사, 적자기업은 7개사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4%로 전년동기대비 2.37%p 하락

- 전국평균은 10.21%로 전년동기대비 1.25%p 상승

□ 코스닥 16개사

￮ 2018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한 반면, 순이익은 증가

- 전국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모두 감소

- 매출액은 8,6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억 원 줄어 3.1% 감소

   (전국평균 1.8% 감소)

- 영업이익은 3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억 원 줄어 18.2% 감소

   (전국평균 23.9% 감소)

- 순이익은 3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73억 원

   (전국평균 5.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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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상반기 매출액 상위 5개사

- 경남스틸 1,379억 원, 삼보산업 1,233억 원, 삼현철강 1,150억 원

우수AMS 926억 원, 신성델타테크 779억 원

￮ 2018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상위 5개사

- 디에스티 63.9%, 삼현철강 40.3%, 성우테크론 20.4% 한일단조 14.8%,

우림기계 11.9%

￮ 2018년 상반기 영업이익 상위 5개사

- 삼양옵틱스 64억 원, 삼현철강 54억 원, 옵트론텍 52억 원, 경남스틸 36억 원,

성우테크론 29억 원

￮ 순이익 흑자기업은 12개사, 적자기업은 4개사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61%로 전년 동기 대비 0.66%p 하락

- 전국 평균은 5.60%로 전년 동기 대비 1.62%p 하락

□  2018년 상반기 창원지역 코스피 상장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하며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총매출액은 11.2% 감소

했으며, 매출액 증가 8개사, 감소 15개사로 매출액이 감소한 상장사가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음. 영업이익은 66.4% 감소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영업이익 증가 1개사, 감소 14개사, 적자전환 7개사, 적자지속 1개사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전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순이익은 85.9% 감소했음.

 

□  2018년 상반기 창원지역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순이익

은 증가했음. 총매출액은 3.1% 감소했으며, 매출액 증가 8개사, 감소 8개사로 매

출액 증가, 감소 업체수가 같았음. 영업이익은 18.2% 감소해 수익성이 악화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 증가 4개사, 흑자전환 1개사, 감소 8개사, 적자전환 1

개사, 적자지속 2개사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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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코스피 상장사 2018년 상반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No 상장사명

매출액(원) 영업이익(원)

2017 상반기 2018 상반기 증감률 2017 상반기 2018 상반기 증감률

1 현대위아 3,414,601,375,041 3,449,199,921,236 1.0% 53,754,560,693 -16,986,487,710 -131.6%

2 두산중공업 2,151,228,316,870 1,965,195,930,207 -8.6% 143,631,620,202 137,963,791,019 -3.9%

3 현대로템 1,098,427,553,000 1,018,841,133,000 -7.2% 33,334,758,000 17,461,056,000 -47.6%

4 STX 755,697,000,000 672,348,000,000 -11.0% 14,160,000,000 6,125,000,000 -56.7%

5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1,216,315,968,029 551,768,101,394 -54.6% 16,354,270,500 -53,132,991,620 -424.9%

6 한국철강 349,434,543,302 363,113,571,204 3.9% 28,546,893,582 13,036,139,326 -54.3%

7 현대비앤지스틸 378,782,296,013 360,763,862,050 -4.8% 13,840,944,979 23,793,660,080 71.9%

8 HSD엔진 444,614,692,371 255,660,016,665 -42.5% 10,317,886,387 -10,312,383,201 -199.9%

9 지엠비코리아 219,886,686,533 208,591,630,302 -5.1% 7,917,159,334 495,231,496 -93.7%

10 해성디에스 159,087,946,200 181,850,445,619 14.3% 19,532,625,420 14,035,913,627 -28.1%

11 STX엔진 183,152,000,000 172,059,000,000 -6.1% 9,377,000,000 3,854,000,000 -58.9%

12 S&T중공업 189,114,667,012 158,159,130,169 -16.4% 5,832,900,878 -5,754,942,513 -198.7%

13 디와이파워 128,293,437,841 133,539,313,837 4.1% 13,444,104,321 10,495,723,421 -21.9%

14 대림비앤코 102,608,755,702 116,649,006,522 13.7% 7,903,194,663 5,869,452,352 -25.7%

15 영화금속 87,208,479,796 109,166,892,187 25.2% 4,105,857,096 1,385,289,682 -66.3%

16 STX중공업 122,868,352,139 102,452,109,715 -16.6% 3,567,100,103 -6,736,291,368 -288.8%

17 무학 127,570,875,113 94,389,248,770 -26.0% 22,323,859,656 -2,083,333,466 -109.3%

18 S&TC 106,576,307,139 71,584,535,466 -32.8% 10,009,189,965 2,225,274,293 -77.8%

19 퍼스텍 62,339,408,486 47,012,361,628 -24.6% 845,453,717 -9,206,676,830 -1189.0%

20 삼성공조 40,420,752,102 34,876,154,122 -13.7% 3,755,862,192 560,683,028 -85.1%

21 MH에탄올 23,869,452,106 23,892,211,789 0.1% 5,455,404,338 4,817,268,743 -11.7%

22 KISCO홀딩스 12,413,599,000 12,243,529,000 -1.4% 11,076,325,603 10,856,505,408 -2.0%

23 KR모터스 10,306,691,078 10,985,520,899 6.6% -5,593,614,020 -3,052,918,606 45.4%

합계 11,384,819,154,873 10,114,341,625,781 -11.2% 433,493,357,609 145,708,963,161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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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코스닥 상장사 2018년 상반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No 상장사명

매출액(원) 영업이익(원)

2017 상반기 2018 상반기 증감률 2017 상반기 2018 상반기 증감률

1 경남스틸 149,116,000,599 137,917,955,548 -7.5% 2,341,295,604 3,554,415,597 51.8%

2 삼보산업 162,888,968,208 123,267,610,868 -24.3% 2,131,340,773 618,862,125 -71.0%

3 삼현철강 81,959,097,643 115,014,400,963 40.3% 2,616,174,821 5,385,028,284 105.8%

4 우수AMS 88,296,627,216 92,550,382,174 4.8% 1,208,750,022 847,274,099 -29.9%

5 신성델타테크 88,112,136,323 77,887,522,590 -11.6% 5,219,080,704 2,502,301,684 -52.1%

6 옵트론텍 80,735,636,529 61,994,668,827 -23.2% 9,723,144,539 5,196,248,684 -46.6%

7 한일단조 51,983,510,867 59,690,072,915 14.8% 901,950,442 1,017,790,162 -212.8%

8 나라엠앤디 45,768,312,072 46,808,576,881 2.3% 3,161,712,343 2,437,399,528 -22.9%

9 우림기계 27,071,277,324 30,295,910,410 11.9% -230,388,439 887,871,734 485.4%

10 삼양옵틱스 27,771,123,570 26,563,686,706 -4.3% 8,047,505,676 6,411,705,121 -20.3%

11 인화정공 22,864,370,107 20,905,672,040 -8.6% -1,534,929,243 -364,373,829 76.3%

12 성우테크론 17,293,750,925 20,825,124,645 20.4% 2,015,012,031 2,895,051,491 43.7%

13 대성파인텍 21,396,684,024 18,930,900,084 -11.5% 2,006,663,465 2,004,260,676 -0.1%

14 디에스티 8,965,879,807 14,692,432,067 63.9% 837,633,692 1,160,571,221 38.6%

15 삼원테크 10,471,351,973 10,857,594,085 3.7% 214,353,727 175,097,091 -18.3%

16 동방선기 9,979,243,113 8,297,144,505 -16.9% -371,679,907 -1,373,970,033 -269.7%

합계 894,673,970,300 866,499,655,308 -3.1% 38,287,620,250 31,319,953,311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