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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신용평가 요약 - 발행번호 : 1174561-2018-001-N
- 발행일자 : 2018/05/25

■ 기업개요

기업명 주성엔지니어링(주) CLIP기업신용등급

대표자 황철주

BBB0사업자등록번호 124-81-29001 법인등록번호 130111-0033281

전화번호 031-760-7000 사업시작일 1995/04/13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40 (능평리)

기업형태 코스닥시장, 중견기업 현금흐름등급

표준산업분류(업종) 29270(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B주요제품(사업) 반도체, LCD, Solar Cell 장비

재무결산기준일 2017/12/31 신용등급평가일 2018/05/25

신용등급유효기간 2018/05/25~2019/05/24

■ 최근신용평가

재무결산 본평가 반기 및 수시평가
Watch등급

기준일 등급평가일 기업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2017/12/31 2018/05/25 BBB0 B

정상2016/12/31 2017/05/18 BB+ C+ 2017/09/14 BB+ C+

2015/12/31 2016/05/19 BB- C+ 2016/10/12 BB- C+

■ 주요재무사항 (단위:백만원,%)

재무항목 2015/12 2016/12 2017/12 재무비율 2015/12 2016/12 2017/12

총 자 산 307,686 325,626 311,996 순이익증가율 - 365.9 32.3

자기자본 114,432 146,060 185,345 자기자본비율 37.2 44.9 59.4

자 본 금 24,125 24,125 24,125 부채비율 168.9 122.9 68.3

차 입 금 94,279 39,000 15,000 차입금의존도 30.6 12.0 4.8

금융비용 6,218 2,440 428 금융비용부담율 3.5 0.9 0.2

매 출 액 175,678 266,961 272,535 매출액증가율 25.1 52.0 2.1

영업이익 14,512 36,274 41,175 매출액영업이익율 8.3 13.6 15.1

당기순이익 6,576 30,635 40,534 매출액순이익율 3.7 11.5 14.9

■ 주요 주주 ■ 주요 매출처 ■ 주요 매입처

주주명 지분율(%) 주요 매출처 거래비중(%) 주요 매입처 거래비중(%)

황철주 24.2 에스케이하이닉스(주) 41.8 (주)라온테크 4.8

김재란 1.8 엘지디스플레이(주) 37.0 (주)무한 3.5

황은석 1.3 엘지전자(주) 18.6 (주)아이엔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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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의견

■ 등급개요

기업신용등급

양호한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

현금흐름등급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나 소요자금의 자체 창출능력이 상위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위한 수준

■ 등급평가의견
2017년에도 전년에 이어 양호한 매출 실적을 나타낸 가운데,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모두 전년대비 개선되었는 바, 등급
을 BBB0로 상향함.

■ 재무 및 자금현황분석
2017년 기중 차입금 상당 부분을 상환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전년 122.9%에서 68.3%로, 차입금의존도가 전년 12.0%서
4.8%로 하락하며, 전반적인 재무안정성 지표가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었음.

한편, 2018년 3월 31일 기준 동사의 금융권 차입금은 10,000백만원으로 2017년 기말 15,000백만원 대비 감소한 가운데,
상기 여신에 대해 동사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설정가액: 94,400백만원]하고 있는바, 담보력이 인정됨.

■ 영업성과분석
반도체 D램 시장의 수요회복과 미세화공정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힘입어 2015년 전년대비 25.1% 증가한 175,578
백만원, 2016년 전년대비 52.0% 증가한 266,961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 성장세를 나타냄. 또한, 2017년에도 반도
체 및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의 호황이 이어져 전년대비 2.1% 증가한 272,535백만원의 매출을 시현하며 외형 성장세를 지
속하였음. 한편, 분기 보고서 상 2018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7.8% 감소한 70,102백만원임.

2017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완화, 원재료비의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율이 전년 13.6%에서 15.1%로, 순이익율이
전년 11.5%에서 14.9%로 상승하며, 업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성 지표를 기록하였음.

■ 사업현황
동사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40 소재 본사를 두고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Solar cell 장비 제조업을 주
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주요 제품은 SD CVD(CVD&ALD), HDP CVD, Dry Etch, MO CVD, UHV CVD 등의 반도체 장비, LCD용 PE-CVD장비 및
OLED용 TSD-CVD(ALD)장비 등 디스플레이 장비, 박막형(Thin film) 태양전지, 결정형(c-Si) 태양전지 등 Solar cell 장비가
있음. 2017년 제품별 매출 비중은 반도체 장비 41%, 디스플레이 장비 57%, Solar cell 장비 3% 가량임.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엘지디스플레이(주), 엘지전자(주) 등 국내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 제조사를 주요 거
래처로 두고 있으며, 상기 업체들의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해 중국, 대만 등 해외업체로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2017년
매출액 기준 제품 수출을 통해 24.4% 가량의 매출이 발생됨.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주)한국비철, (주)무한 등의 국내 업체 및 해외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챔버가공 및
수리 등의 업무는 (주)대명ENG, (주)라온테크 등에 위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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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의견

■ 경영진현황
황철주 대표이사는 1959년 생으로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95년 동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경영 전반
을 총괄하고 있음.

2018년 5월 기준 동사의 납입자본금은 24,125백만원으로, 황철주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동사의 지분 27.8%를 보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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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분석(Summary)

■ 재무이슈 분석
구분 분석항목 판단기준 2016/12/31 2017/12/31 2018/05/25

영업활동

매출액 감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영업이익 규모 감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매출채권 과다
매출채권회전율 3회 이하 (회수기간 약 4개월 이상)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잔액이 50% 이상

매입채무 과다 매입채무회전율 2회 이하 (지급기간 약 6개월 이상)

영업손실 영업손실 발생한 경우

영업활동후 현금흐름 적자 현금수지분석표 상 영업활동후 현금흐름 적자 발생

재무활동

차입금 증가 차입금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

차입금 과다 차입금 규모가 총자산의 50% 이상인 경우

단기 차입금 과다
차입금과다 기업 중 단기차입금 규모가 총차입금의
90% 이상인 경우

부채 과다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자본잠식
일부잠식

납입자본금 일부가 잠식된 경우
(납입자본금 > 자본총계)

완전잠식 납입자본금 전체가 잠식(자본총계<0)

■ 총자산 및 매출분석

성장성 추세

※ 기업의 3개년 추세를 판단하여 표시함

성장성 비교

※ 기업이 속한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기업의 위치를 표시함
(백만원)

※매출액 증가율 [비율산식: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비율설명: 기업의 외형적 신장율을 판단하며, 높을수록 양호함. 경쟁기업보다 빠른 증가율을 나타내면 시장 점유율의 증가를
　　　　 의미 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알아보는 지표로 활용함.

■ 현금흐름분석

현금흐름 추세

※기업의 3개년 추세를 판단하여 표시함

(백만원)

※영업활동현금흐름/매출액 [비율산식: (영업활동현금흐름/매출액)*100]

비율설명: 영업현금흐름의 수익성이 적정수준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양(+)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양호함. 현금흐름분석시 벌어
　　　　 들인 영업현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투자현금흐름과 같이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에 따른 자금소요를 영업현금
　　　　 흐름의 범위안에서 해결한다면 차입 등 자금조달이 필요 없어 재무적으로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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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분석(재무안정성)

■ 재무안정성분석

안정성 추세

※ 기업의 3개년 추세를 판단하여 표시함

안정성 비교

※ 기업이 속한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기업의 위치를 표시함

(백만원)

※부채비율 [비율산식: (총부채/자본총계)*100]

비율설명: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구성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 표준비율로 200% 이하가 양호하다고 판단함

※차입금의존도 [비율산식: (총자입금/총자산)*100]

비율설명: 총자본중 차입금의 비중을 나타내며 낮을수록 양호함. 차입금은 이자비용을 수반하고 만기가 정해져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재무안정성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통상적으로 30% 이하일 경우 재무적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간주함

■ 차입상환 능력 분석

차입상환능력
2016/12 2017/12

우수 우수

(단위:백만원)

구분 2016/12 2017/12

이자비용 2,440 428

영업이익 36,274 41,175

이자보상배율(배) 14.9 96.2

차입상환기간(연) 1.1 0.4

* 이자보상배율(배) : 영업이익/금용비용(매출채권처분손실포함)
* 차입상환기간(연) :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차입상환능력 설명

우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단기간내에 차입 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상환 능력
이 우수함

양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양호하고, 차입상환에 필요한 기간이 적절한 수준으로 채무상환 능
력이 양호함

보통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크지 않으며, 차입상환에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차입상환
능력이 보통임

미흡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차입상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입상환
능력이 미흡함

* 차입상환 능력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능력과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는데 걸리는 기간에 따른 위험수준을 4단계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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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분석(자금 및 영업성과)

■ 수익성분석

수익성 추세

※ 기업의 3개년 추세를 판단하여 표시함

수익성 비교

※ 기업이 속한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기업의 위치를 표시함

(백만원)

※매출액영업이익율 [비율산식: (영업이익/매출액)*100]

비율설명: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포함한 이익창출력을 판단하며, 높을수록 양호함. 경영외 활동부문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 고유의
　　　　 활동을 뚜렷하게 파악 가능한 지표임

■ 운전자금 운용분석

항목 2015/12 2016/12 2017/12

자금운용 유형 고위험군 중위험군 중위험군

운전자산 회전기간(일) 126 85 79

- 운전자산 회전기간은 영업활동을 위해 자금이 투입된 후 현금으로 회수될
　때 까지 1회전하는데 걸리는 현금순환주기를 의미하며 영업과 관련한
　단기유동성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할수 있는 항목임.

- 운전자산 회전기간은 재고자산 보유와 외상매출에 따른 매출채권 현금회수
　기간에서 매입채무 지급기간을 차감해 산출. 이 기간이 짧을수록 자금회전이
　원활하고, 길수록 둔화되며 더 장기화되면 흑자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운전자산 회전기간(일) : 재고자산 보유기간 + 매출채권 회수기간 -
　　　　　　　　　　　　매입채무 지급기간

(일)

자금운용 유형 유형별 설명

저위험군(자금회전원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간이 짧아 운전자금회전이 원활하고 자금운용에 문제
가 생길 가능성이 낮음.

중위험군(자금회전보통)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간이 보통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
길 가능성이 상존함.

고위험군(자금부족상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간이 길어 운전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금운용
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

* 자금운용 유형은 운전자산 부담 및 회전주기를 기준으로 매기말 시점의 운전자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수준을 3가지 유형으로 표시한 것임.
　(단,일부기업의 경우 업종특성 및 재무정보 수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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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현황(기업현황)

■ 기업개요

기업명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자 황철주

웹주소 www.jseng.com 기업형태 코스닥시장,중견기업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40 (능평리)

전화번호 031-760-7000 FAX 031-760-7070

업종 29270(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계열명 해당사항 없음

주요제품(사업) 반도체, LCD, Solar Cell 장비

사업시작일 1995/04/13 법인설립일 1995/04/13

사업자번호 124-81-29001 법인번호 130111-0033281

주거래은행 하나은행 야탑지점 종업원 455명 (2017/12/31 기준)

■ 연혁
일자 내용

1995/04/13 주성엔지니어링(주) 설립

1998/07/28 주성 반도체연구소 설립

1999/12/24 코스닥 시장 상장

2008/11/01 한국 IR대상 (우수상 및 우수기업군 선정)

2010/10/01 제2회 한국거래소 선정 2010년 "히든챔피언" 선정

2011/05/01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

2012/11/01 세계 최조 차세대 반도체 장비 SDP CVD 장비 개발 및 특허 출원

2014/05/01 NXP반도체용 증착장비 공급계약 체결(30억원)

2017/01/01 무재해 목표달성 25배수 인증

■ 관계회사 (단위:백만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관계내용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결산년도

Jusung America Inc. 실질경영자동일 1141 901 210 1,029 2017

Jusung Europe GmbH 실질경영자동일 622 234 27 301 2017

Jusung Taiwan Co., Ltd. 실질경영자동일 133 816 101 120 2017

Jusung Shanghai Co.,
Ltd.

실질경영자동일 149 1,031 91 80 2017

(주)무한 황철주 301-81-33437 38.1% 지분보유 7,646 7,271 2,679 237 2017

엠이엠씨주성쏠라(주) 강종근 126-86-45206 50.0% 지분보유 191 -1 19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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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현황(사업장 및 인증현황)

■ 주요사업장 (본점)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40 (능평리)

소유자 주성엔지니어링(주) 소유자와의 관계 본인

대지 건물

전세 월세

담보설정내역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 67,400백만원, 채무자 : 주성엔지니어링(주), 채권자 : KEB하나은행

■ 종업원 현황 (단위:명)

기준일자 임원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기타 합계

2016/12/31 9 59 264 26 46 404

2017/12/31 11 67 305 23 49 455

■ ISO 인증(품질/환경인증) 현황
인증번호 인증명 인증범위/품질표시내용 유효기간

QMS-0027
KS Q ISO 9001:2009

/ ISO 9001:2008
태양전지, LCD 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유지보

수
2020/09/04

EMS-0079
KS I ISO 14001:

2009 / ISO 14001:
2004

태양전지, LCD 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유지보
수

2020/09/04

OHS-0021
K-OHSMS 18001:
2007 / OHSAS
18001:2007

태양전지, LCD 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유지보
수

2018/10/29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현황
산업재산권 종류 등록번호 명칭 출원일

특허 1004625840000 플라즈마공정장치 2001/07/06

특허 1004907020000 다중 클러스터 장치 2002/11/21

특허 1015340240000 기판처리장치 2009/09/30

특허 1010702010000 태양전지 모듈 및 그의 제조 방법 2009/10/12

특허 1015340230000 라미네이팅 시스템 및 방법 2009/06/30

- 9 -



4. 영업현황(매출 구성 및 거래처 현황)

■ 매출구성 (단위:백만원)

제품/상품/용역명 당기구성비(%) 매출액(2016) 매출액(2017) 증가율(%)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제조장
비

100.0 266,961 272,535 2.1

합계 100 266,961 272,535 2.1

수출비중 22.3% 24.4%

최근매출실적 2018/01/01~2018/03/31(70,102백만원)

■ 거래처 현황 기간 : 2017/01/01~2017/12/31

매출처 매입처

거래처 사업자번호 거래비중(%)
거래처
신용도

거래처 사업자번호 거래비중(%)
거래처
신용도

에스케이하이닉스(주) 126-81-03725 41.8 우수 (주)라온테크 121-81-35936 4.8 양호

엘지디스플레이(주) 120-81-55297 37.0 우수 (주)무한 301-81-33437 3.5 열위

엘지전자(주) 107-86-14075 18.6 우수 (주)아이엔티 124-81-84493 2.9 보통

(주)디비하이텍 211-81-10771 2.2 양호 (주)대명ENG 514-81-36457 2.7 우수

(주)무한 301-81-33437 0.0 열위

※ 출처 : 부가세 신고 자료
* 위 거래처 신용도는 모형등급인 CRI등급을 기반으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등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수: CRI 등급 A1, A2, A3 / 양호: CRI 등급 B1, B2 / 보통: CRI 등급 B3 / 열위: CRI 등급 C1, C2 / 취약: CRI 등급 C3, D / 자료미비: 자료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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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진현황

■ 주요경영진
직위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학력 경력

대표이사 황철주 1959/12/02 경영총괄 인하대학교 학사 전자공학 하기 대표자 약력사항 참조

■ 대표자1
국문성명 황철주 영문성명 Hwang, Chul Joo 생년월일 1959/12/02

직위 대표이사 담당업무 경영총괄 경영형태 창업

수상경력 2011 대한민국기술대상 금탄산업훈장 수상 대표자로서의 동업계 경력 23년

최종학력 인하대학교 학사 전자공학 대표자 취임 일자 1995/04/13

약력사항

기간 근무처 최종직위

1995-현재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2010-2016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2010-현재 한국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2015-2016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2017-현재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회장

■ 주요주주 (2017/03/31 현재)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금액(천원) 특수관계

황철주 11,649,991 24.2 5,824,996 본인(대표이사)

김재란 857,823 1.8 428,911 특수관계인(배우자)

황은석 630,000 1.3 315,000 특수관계인(자녀)

황철두 254,421 0.5 127,211 특수관계인(형제)

기타 34,856,977 72.2 17,428,488 -

합계 48,249,212 100.0 24,1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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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정보(여신정보)

■ 차입금 구조분석(재무상태표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2015/12/31 2016/12/31 2017/12/31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단기성차입금 92,179 97.8 39,000 100.0 15,000 100.0

　단기차입금 74,400 78.9 39,000 100.0 15,000 100.0

　유동성장기부채 17,779 18.9 0 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장기성차입금 2,100 2.2 0 0.0 0 0.0

　사채 0 0.0 0 0.0 0 0.0

　장기차입금 2,100 2.2 0 0.0 0 0.0

　기타 0.0 0 0.0 0 0.0

총차입금 94,279 100.0 39,000 100.0 15,000 100.0

　단기성차입금비중 97.8 100.0 100.0

　총차입금/총자산 30.6 12.0 4.8

　영업이익/총차입금 15.4 93.0 274.5

■ 여신구조분석 (단위:백만원)

종류 금융기관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05/17

대출금
제1금융권 82,901 40,108 15,000 0

제2금융권 0 0 0 0

대출금합계 82,901 40,108 15,000 0

지급보증 51 0 1,739 2,381

기타 302 696 549 1,946

※ 본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정보로 대출금 잔액은 실제 재무상태표 상 차입금잔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평가일 현재 차입금(재무상태표) 금액은 최근 결산연도 말 잔액임

(차입금)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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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정보(여신정보)

■ 금융기관별 여신현황(최근 1년) (단위:백만원)

금융기관 종류 2017/06/30 2017/09/30 2017/12/31 2018/03/31 2018/05/17 비고

제
1
금
융
권

은행계

일반자금(운전) 0 0 0 0 0

기업은행
하나은행

일반자금(시설) 0 0 0 0 0

어음할인 0 0 0 0 0

매출채권담보대출 0 0 0 0 0

구매자금대출 0 0 0 0 0

무역금융 15,540 15,309 15,000 10,524 0

외화대출 0 0 0 0 0

지급보증 1,772 1,861 1,739 2,354 2,381

기타 3,671 24 35 35 18

합계 20,983 17,194 16,774 12,913 2,399

제
2
금
융
권

저축은행 등
대출금 0 0 0 0 0

서울보증보험
기타 522 522 514 964 1,928

여신전문

운용리스 0 0 0 0 0

금융리스 0 0 0 0 0

기타 0 0 0 0 0

기타
대출금 0 0 0 0 0

기타 0 0 0 0 0

합계 522 522 514 964 1,928

주) 1)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금사 등     2) 여신전문: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 본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된 정보로 조회시점과 정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제 2 금융권부분에서는 실제 차입금이 아닌 지급보증 등이 포함될 수 있음.

1)

2)

- 13 -



6. 금융정보(여신정보)

■ 담보물건 현황 (단위:백만원)

담보종류
기말기준 현재기준

변동액
2017/12/31 2018/04/30

재산권

부동산

대지건물 23,683 0 -23,683

임야 0 0 0

기타부동산 2,544 0 -2,544

특수저당

선박항공기 0 0 0

자동차중기 0 0 0

광업권어업권 0 0 0

기타특수저당 0 0 0

동산
기계기구 0 0 0

기타동산 0 0 0

유가증권 0 0 0

채권

예금적금 0 0 0

확정채권 0 0 0

기타채권 0 0 0

기타재산권 0 0 0

보증

정부보증 0 0 0

금융기관지보 0 0 0

금융기금보증 0 0 0

기타 0 0 0

담보총계 26,227 0 -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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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정보(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요약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등재기관수 총금액 최종발생일 최종제공일 사유해제일

동사(사업자번호)
0 0

대표적 사유 해당사항 없음.

동사(법인번호)
0 0

대표적 사유 해당사항 없음.

대표자
0 0

대표적 사유 해당사항 없음.

※ 신용도판단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을 의미함.

■ 사업자번호 신용도판단정보

사유코드 사유 발생기관 발생일 제공일 해제일 금액(천원)

해당사항 없음.

■ 법인번호 신용도판단정보

사유코드 사유 발생기관 발생일 제공일 해제일 금액(천원)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1 신용도판단정보 (황철주)

사유코드 사유 발생기관 발생일 제공일 해제일 금액(천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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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단위:백만원,%)

항목
2015/12 2016/12 2017/12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유동자산 133,046 43.2 14.5 162,764 50.0 22.3 140,492 45.0 -13.7

　당좌자산 82,203 26.7 20.6 117,127 36.0 42.5 99,859 32.0 -14.7

　　현금및현금성자산 28,964 9.4 101.5 30,974 9.5 6.9 48,559 15.6 56.8

　　단기예금 0 0.0 - 0 0.0 - 0 0.0 -

　　매출채권 48,051 15.6 1.7 79,428 24.4 65.3 43,974 14.1 -44.6

　　미수금 0 0.0 - 2,042 0.6 - 580 0.2 -71.6

　　선급금 451 0.1 -77.7 1,928 0.6 327.4 4,468 1.4 131.8

　　선급비용 3,506 1.1 1.1 2,755 0.8 -21.4 2,008 0.6 -27.1

　　기타당좌자산 1,231 0.4 19.8 0 0.0 - 268 0.1 -

　재고자산 50,842 16.5 5.9 45,636 14.0 -10.2 40,634 13.0 -11.0

비유동자산 174,641 56.8 -7.3 162,863 50.0 -6.7 171,503 55.0 5.3

　투자자산 19,824 6.4 -14.4 9,838 3.0 -50.4 6,733 2.2 -31.6

　　장기금융상품 0 0.0 - 0 0.0 - 1,046 0.3 -

　　기타의투자자산 19,824 6.4 -14.4 9,838 3.0 -50.4 5,687 1.8 -42.2

　유형자산 132,807 43.2 -5.3 128,497 39.5 -3.2 143,153 45.9 11.4

　　토지 82,240 26.7 1.0 81,928 25.2 -0.4 82,476 26.4 0.7

　　상각대상자산 48,836 15.9 -12.8 41,542 12.8 -14.9 39,842 12.8 -4.1

　　건설중인자산 1,731 0.6 -36.2 5,027 1.5 190.5 20,836 6.7 314.5

　　기타유형자산 0 0.0 - 0 0.0 - 0 0.0 -

　무형자산 14,745 4.8 15.0 12,173 3.7 -17.4 8,832 2.8 -27.4

　기타비유동자산 7,266 2.4 -40.7 12,355 3.8 70.0 12,785 4.1 3.5

임대주택자산 0 0.0 - 0 0.0 - 0 0.0 -

자산총계 307,686 100.0 1.0 325,626 100.0 5.8 311,996 100.0 -4.2

유동부채 144,498 47.0 -18.5 113,718 34.9 -21.3 63,846 20.5 -43.9

　매입채무 40,802 13.3 31.9 59,792 18.4 46.5 30,742 9.9 -48.6

　단기차입금 74,400 24.2 -37.5 39,000 12.0 -47.6 15,000 4.8 -61.5

　선수금 870 0.3 -51.6 1,232 0.4 41.7 6,553 2.1 431.7

　미지급비용 714 0.2 -12.5 667 0.2 -6.6 1,459 0.5 118.7

　　미지급법인세 0 0.0 - 0 0.0 - 676 0.2 -

　유동성장기부채 17,779 5.8 4.4 0 0.0 - 0 0.0 -

　기타유동부채 9,934 3.2 30.1 13,026 4.0 31.1 10,091 3.2 -22.5

비유동부채 48,757 15.8 158.1 65,849 20.2 35.1 62,805 20.1 -4.6

　사채 0 0.0 - 0 0.0 - 0 0.0 -

　장기차입금 2,100 0.7 -74.1 0 0.0 - 0 0.0 -

　퇴직급여충당부채 3,784 1.2 -33.8 2,663 0.8 -29.6 543 0.2 -79.6

　기타비유동부채 42,873 13.9 744.2 63,186 19.4 47.4 62,261 20.0 -1.5

부채총계 193,255 62.8 -1.5 179,566 55.1 -7.1 126,650 40.6 -29.5

자본금 24,125 7.8 0.0 24,125 7.4 0.0 24,125 7.7 0.0

자본잉여금 134,974 43.9 0.0 130,407 40.0 -3.4 109,008 34.9 -16.4

이익잉여금 -67,858 -22.1 - -37,535 -11.5 - 40,571 13.0 -

　(당기순이익) 6,576 2.1 - 30,635 9.4 365.9 40,534 13.0 32.3

자본조정 11,570 3.8 0.0 16,137 5.0 39.5 0 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622 3.8 -2.7 12,927 4.0 11.2 11,641 3.7 -9.9

자본총계 114,432 37.2 5.5 146,060 44.9 27.6 185,345 59.4 26.9

부채와자본총계 307,686 100.0 1.0 325,626 100.0 5.8 311,996 100.0 -4.2

총차입금 94,279 30.6 -34.6 39,000 12.0 -58.6 15,000 4.8 -61.5

※ 주: 총차입금은 장기성매입채무 및 장기성 미지급금 포함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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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항목
2015/12 2016/12 2017/12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매출액 175,678 100.0 25.1 266,961 100.0 52.0 272,535 100.0 2.1

매출원가 99,458 56.6 14.3 158,048 59.2 58.9 157,388 57.7 -0.4

매출총이익 76,220 43.4 42.7 108,912 40.8 42.9 115,148 42.3 5.7

판매비와관리비 61,708 35.1 41.8 72,638 27.2 17.7 73,973 27.1 1.8

　급여 5,828 3.3 -2.6 5,825 2.2 -0.0 9,121 3.3 56.6

　퇴직급여 675 0.4 14.3 542 0.2 -19.7 622 0.2 14.8

　복리후생비 550 0.3 0.1 544 0.2 -1.1 617 0.2 13.4

　세금과공과 776 0.4 15.3 744 0.3 -4.1 953 0.3 28.0

　임차료 41 0.0 -19.0 32 0.0 -23.5 17 0.0 -45.6

　감가상각비 1,608 0.9 16.3 1,557 0.6 -3.2 1,650 0.6 5.9

　무형자산상각비 189 0.1 -39.1 99 0.0 -47.6 164 0.1 66.1

　광고선전비 140 0.1 5.3 164 0.1 17.4 207 0.1 26.1

　대손상각비 15,574 8.9 405.8 6,310 2.4 -59.5 0 0.0 -

　지급수수료 6,896 3.9 205.4 7,857 2.9 13.9 8,268 3.0 5.2

　연구개발비 27,591 15.7 8.5 45,459 17.0 64.8 47,428 17.4 4.3

　기타 1,839 1.0 -40.5 3,504 1.3 90.6 4,924 1.8 40.5

영업이익 14,512 8.3 46.7 36,274 13.6 150.0 41,175 15.1 13.5

영업외수익 8,823 5.0 26.4 6,172 2.3 -30.1 6,278 2.3 1.7

　이자수익 297 0.2 57.8 371 0.1 24.7 239 0.1 -35.4

　배당금수익 0 0.0 - 0 0.0 - 68 0.0 -

　외환차익 1,686 1.0 -31.7 3,729 1.4 121.1 1,765 0.6 -52.7

　외화환산이익 5,091 2.9 72.7 725 0.3 -85.8 88 0.0 -87.8

　지분법이익 0 0.0 - 0 0.0 - 0 0.0 -

　투자자산처분이익 0 0.0 - 0 0.0 - 0 0.0 -

　유형자산처분이익 3 0.0 -83.2 369 0.1 14,139.3 0 0.0 -

　대손충당금환입 84 0.0 - 0 0.0 - 0 0.0 -

　기타영업외수익 1,663 0.9 22.4 978 0.4 -41.2 4,117 1.5 320.9

영업외비용 16,674 9.5 -54.2 19,158 7.2 14.9 4,942 1.8 -74.2

　이자비용 6,218 3.5 -29.3 2,440 0.9 -60.8 428 0.2 -82.5

　외환차손 1,574 0.9 8.1 3,417 1.3 117.1 3,493 1.3 2.2

　외화환산손실 2,491 1.4 62.4 113 0.0 -95.5 431 0.2 280.7

　지분법손실 0 0.0 - 0 0.0 - 0 0.0 -

　투자자산처분손실 0 0.0 - 0 0.0 - 0 0.0 -

　유형자산처분손실 675 0.4 82.8 0 0.0 - 27 0.0 -

　기타영업외비용 5,716 3.3 -76.4 13,188 4.9 130.7 562 0.2 -95.7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6,662 3.8 - 23,288 8.7 249.6 42,510 15.6 82.5

계속사업이익법인세비용 86 0.0 -93.8 -7,347 -2.8 - 1,976 0.7 -

계속사업이익 6,576 3.7 - 30,635 11.5 365.9 40,534 14.9 32.3

중단사업이익 0 0.0 - 0 0.0 - 0 0.0 -

당기순이익 6,576 3.7 - 30,635 11.5 365.9 40,534 14.9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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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무제표

■ 제조원가명세서 (단위:백만원,%)

항목
2015/12 2016/12 2017/12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재료비 0 - - 0 - - 0 - -

노무비 0 - - 0 - - 0 - -

　급여 0 - - 0 - - 0 - -

　퇴직급여 0 - - 0 - - 0 - -

경비 0 - - 0 - - 0 - -

　감가상각비 0 - - 0 - - 0 - -

　세금과공과 0 - - 0 - - 0 - -

　복리후생비 0 - - 0 - - 0 - -

　임차료 0 - - 0 - - 0 - -

　외주가공비 0 - - 0 - - 0 - -

　기타 0 - - 0 - - 0 - -

당기총제조비용 0 - - 0 - - 0 - -

　기초재공품원가 0 - - 0 - - 0 - -

　기말재공품원가 0 - - 0 - - 0 - -

타계정대체액 0 - - 0 - - 0 - -

당기제품제조원가 0 - - 0 - - 0 - -

기초제품재고액 0 - - 0 - - 0 - -

타계정대체등 0 - - 0 - - 0 - -

기말제품재고액 0 - - 0 - - 0 - -

당기제품매출원가 72,987 - 21.7 137,654 - 88.6 135,633 - -1.5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백만원)

항목
2015/12 2016/12 2017/12

금액 금액 금액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76,197 -45,874 40,57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82,496 -76,197 0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0 0 0

　전기오류수정손익 0 0 0

　중간배당액 0 0 0

　기타 -277 -312 37

　당기순이익(손실) 6,576 30,635 40,534

이익잉여금처분액 0 0 5,307

　이익준비금 0 0 482

　기업합리화적립금 0 0 0

　재무구조개선적립금 0 0 0

　배당금 0 0 4,825

　임의적립금 0 0 0

　기타 0 0 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76,197 0 3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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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무제표

■ 현금수지분석표 (단위:백만원)

항목 2016/12 2017/12 항목 2016/12 2017/12

매출을 통한 현금유입액 235,583 307,990 이자비용 -2,440 -428

　순매출액 266,961 272,535 배당금 지급액 0 0

　매출채권 증감 -31,377 35,454 이자 및 배당금 지급후 현금흐름 52,350 59,733

현금지출 매출원가 -126,571 -168,262 유동성장기차입금 상환액 -17,779 0

　매출원가 -158,048 -157,388 유동성장기차입금 상환후 현금흐름 34,571 59,733

　재고자산 증감 5,206 5,003 투자활동현금흐름 3,946 -16,900

　매입채무 증감 18,417 -23,696 　투자활동관련 유동자산 증감 0 0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6,546 6,418 　투자자산 증감 9,986 3,105

　퇴직급여 (제조원가) 1,308 1,402 　유형자산 증감 -3,424 -22,751

현금매출총이익 109,012 139,728 　무형자산 및 이연자산 증감 2,473 3,176

현금판관비와관리비 -69,737 -69,999 　기타비유동자산 증감 -5,089 -430

　판매비와관리비 -72,539 -73,809 외부자금조달전 현금흐름 38,516 42,833

　선급비용 증감 750 747 총 외부자금조달액 -36,507 -25,249

　미지급비용 증감 -47 792 　단기차입금 증감 -35,400 -24,000

　감가상각비 (판관비) 1,557 1,650 　장기차입금 증감 -2,100 0

　퇴직급여 (판관비) 542 622 　사채 증감 0 0

현금영업이익 39,275 69,729 　유상증자 -4,567 16,137

기타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액 15,514 -9,568 　자본조정 4,567 -16,137

　영업외수익 5,077 6,18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93 -1,249

　미수수익 증감 0 -17 전기손익수정손익 0 0

　영업외비용 -16,605 -4,016 외부자금조달후 현금 2,010 17,585

　기타당좌자산 증감 -1,562 -1,282 현금증감액 2,010 17,585

　기타유동부채 증감 3,915 -4,075 차액 -0 0

　기타비유동부채 증감 17,342 -5,068

　법인세납부액 7,347 -1,300

　중단사업이익(손실) 0 0

영업활동후 현금흐름 54,789 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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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무제표

■ 주요재무지표 (단위:%,회)

항목 배율 산식 2015/12 2016/12 2017/12 업계평균

<수익성>

자기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전기자본총계+당기자본총계)*200 5.9 23.5 24.5 7.4

총자본순이익율 당기순이익/(전기자산총계+당기자산총계)*200 2.1 9.7 12.7 3.3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100 3.7 11.5 14.9 4.0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100 233.4 1,486.9 9,620.6 373.2

금융비용부담율 (금융비용/매출액)*100 3.5 0.9 0.2 1.5

매출원가율 (매출원가/매출액)*100 56.6 59.2 57.7 80.2

적립금비율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총계*100 58.7 63.6 80.7 -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8.3 13.6 15.1 5.7

<안정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92.1 143.1 220.0 133.9

비유동장기적합률 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자본총계)*100 107.0 76.9 69.1 81.5

부채비율 (총부채/자본총계)*100 168.9 122.9 68.3 123.8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37.2 44.9 59.4 44.7

차입금의존도 (총차입금/총자산)*100 30.6 12.0 4.8 33.4

당좌비율 (당좌자산/유동부채)*100 56.9 103.0 156.4 103.1

<자산운용효율성>

운전자금회전율 매출액/운전자금평잔 2.9 4.3 4.6 4.1

매입채무회전율 매출액/매입채무평잔 4.9 5.3 6.0 8.3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매출채권평잔 3.7 4.2 4.4 4.4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재고자산평잔 3.6 5.5 6.3 7.5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평잔 0.6 0.8 0.9 0.8

<성장성>

자기자본증가율 (당기말자본총계/전기말자본총계)*100-100 5.5 27.6 26.9 9.8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100 46.7 150.0 13.5 -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자산총계/전기말자산총계)*100-100 1.0 5.8 -4.2 8.5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25.1 52.0 2.1 3.0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100 - 365.9 32.3 -

<현금흐름>

현금예금비율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예금)/유동부채]*100 20.0 27.2 76.1 -

현금보상비율 [(영업활동상 현금흐름+이자비용)/(단기차입금+이자비용)]*100 74.3 138.1 392.7 -

영업활동현금흐름/총부채 (영업활동현금흐름/총부채)*100 34.6 30.5 47.5 -

영업활동현금흐름/매출액 (영업활동현금흐름/매출액)*100 38.1 20.5 22.1 -

*비교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7 년. (C29200)특수 목적용 기계(종합), 2016 년 평균치임.

■ 재무제표 검토 및 주석사항

동사의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필하였으며,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2015년 '적정', 2016년 '적정',
2017년 '적정'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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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용등급 정의

■ CLIP 신용평가등급

신용등급 등급정의

AAA 최상위의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한 수준

AA 우량한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충분한 수준

A 양호한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한 수준

BBB 양호한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

BB 단기적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제한적인 수준

B 단기적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미흡한 수준

CCC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내포된 수준

CC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준

C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매우 낮은 수준

D 상거래 불능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수준

NG 등급부재:신용평가불응, 자료불충분, 폐(휴)업 등의 사유로 판단보류

※ 기업의 신용능력에 따라 AAA 등급에서 D 등급까지 10등급으로 구분 표시되며 등급 중 AA 등급에서 CCC 등급까지의
    6개 등급에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가 첨부.

■ 현금흐름등급

신용등급 등급정의

A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소요자금의 자체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한 수준

B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나 소요자금의 자체 창출능력이 상위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위한 수준

C+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 수준 이상이나, 향후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의 저하가능성이 다소 있는 수준

C-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 수준이나, 향후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의 저하가능성이 존재하는 수준

D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낮은 수준이거나, 소요자금 대비 현금창출액이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취약한 수준

E 현금흐름 및 현금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

NF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결여되었거나, 불완전한 재무정보 보유(원가명세서 부재)-판정제외

NR 결산자료 2개년 미만으로 현금흐름 산출 불가-판정보류

■ Watch 등급

신용등급 등급정의

정상 현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미발생기업

주의 현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위험 현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부도 당좌거래 정지 또는 부도기업

해제 발동사유 해제 및 정보삭제기업

만료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폐업 국세청에 폐업 신고기업

휴업 국세청에 휴업 신고기업

기업회생 기업회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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