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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상장법인 현황 조사

1. 개    황

 ▢ 기업상장 유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기업상장은 우리
나라의 대표 증권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철
저한 검증을 통해 진행되며, 기업의 상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
고 있어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기업의 상장은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확장시켜 사업 확대의 촉진제가 
되고,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기업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상장법인 수는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를 추론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통
해 상장이 된다면 지역은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 전주상공회의소가 2019년 4월 1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전체 2,272개 
상장법인을 조사한 결과 도내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등록법인이 9개사, 코
스닥 등록법인 13개사, 코넥스 등록법인이 3개사로 총 25개 기업이 한국거
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대전(53), 충남(89), 충북(78) 등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으로 
전북경제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기업들의 기업공개와 상장 독려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유가증권시장(KOSPI Market)은 우리나라 대표증권시장으로 1956년 개장 이래 세계적인 기업

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대형 우량기업들의 꾸준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시가총액 1,680조 원 규

모의 시장을 견지하고 있음

▪ 코스닥 시장은 IT, BT, CT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개설된 첨단 

벤처기업 중심 시장

▪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

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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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시·도별 상장법인 현황

 ▢ 2019년 4월 1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2,272개 상장법인 중 시·도별 
상장법인 수는 서울 915개(40.3%), 경기 624개(27.5%), 충남 89개(3.9%), 
경남 88개(3.9%) 순으로 조사되었음

 ▢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곳 10개, 감소한 곳 6개, 전년도와 동일한 곳 2개로 
서울(881→915)과 경기(592→624)가 각각 34개, 32개씩 증가해 높은 상승폭을 
보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1개에서 3개 사이로 증가하거나 감소함

  ❍ 증 가 : 서울(881→915), 경기(592→624), 인천(77→80), 대전(51→53), 충
북(72→78), 전북(23→25), 전남(19→20), 대구(54→57), 경북(57→
58), 강원(21→24)

  ❍ 감 소 : 충남(91→89), 세종(8→7), 광주(23→22), 부산(79→76), 경남(89→
88), 해외(21→20)

  ❍ 동 일 : 울산(25), 제주(11)

 【시·도별 상장법인 현황】

권 역 수 도 권 충 청 권 전라권 경 상 권 강
원
권

제
주
권

해
외 합계

시도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코스피 405 23 142 10 26 14 4 9 9 7 37 22 16 40 15 4 7 1 791

코스닥 455 51 442 33 58 54 3 8 13 10 39 33 9 48 37 16 3 19 1,331

코넥스 55 6 40 10 5 10 - 5 3 3 - 2 - - 6 4 1 - 150

소  계 915 80 624 53 89 78 7 22 25 20 76 57 25 88 58 24 11 20 2,272
권역별
합계

1,619
(71.3%)

227
(10.0%)

67
(2.9%)

304
(13.4%)

24
(1.1%)

11
(0.5%)

20
(0.9%) 100.0%

(단위 : 개)

 ▢ 권역별로 보면 전체 상장기업의 71.3%(1,619개)가 수도권에 밀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상권 13.4%(304개), 충청권 10.0%(227개), 전라권 
2.9%(67개) 순으로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을 포함한 전라권은 광주, 전남을 통틀어도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9%(67개)에 그치며 지역적 열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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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북도 상장법인 현황

 ▢ 전라북도 기업중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상장법인 수는 총 25개로 전국 비중
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유가증권시장 상장등록법인 9개사, 코스닥 등록법인 13개사, 코넥스 3개사

 ▢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전북지역 전체 상장법인 수는 전년 대비 2개가 증
가함. 시장별로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코스피 상장기
업과 코넥스 상장기업이 각각 1개사씩 증가함. 한편 국내 전체 상장법인 수
는 지난해 대비 78개사 증가한 총 2,272개사로 집계됨

 가.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도내 자치단체별로는 익산시에 상장기업이 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시 
6개사, 전주시 4개사, 완주군 4개사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 대비 군산시, 완주군 코스닥 상장기업 각각 1개사씩 증가

      【전라북도내 상장법인 자치단체별 현황】

구 분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합계
코스피 1 1 - 4 2 1 - 9
코스닥 2 3 1 2 3 1 1 13
코넥스 1 - - - 2 - - 3
합 계 4 4 1 6 7 2 1 25

(단위 : 개)

    - 군산시는 냉공조용 밸브, 배관용 볼밸브 등 황동소재의 부품 제조기업인 
(주)에쎈테크가 지난 2017년 3월 인천에서 군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코스닥 상장기업이 1개사 증가함

    - 완주군은 자동차 스티어링 휠을 제조하는 (주)대유에이피가 지난해 2018
년 12월 새롭게 상장되면서 코스닥 상장기업이 1개사 증가함

    - 익산시는 지난해 2018년 7월 제일홀딩스(주)가 (주)하림홀딩스를 흡수합
병하고, 이후 (주)하림지주로 상호를 변경함. 아울러 수처리 응집제를 생
산하는 환경화학개발 전문기업 (주)에스제이켐이 코넥스에 새롭게 상장되
면서 코스닥 상장기업은 1개사 감소하였고, 코넥스 상장기업은 1개사 증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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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업력 등을 이유
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전용의 자본시장인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은 전주지역의 비나텍
(주), 익산지역의 (주)유쎌, (주)에스제이켐 등 총 3개사가 상장되어 있음

  
    【전라북도 상장법인 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명

코스피

광전자(주) 익산시 약촌로8길 62-8 이석렬
대우전자부품(주) 정읍시 공단2길 3 서준교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1로 167 배원
백광산업(주) 군산시 임해로 494-16 김성훈
(주)SH에너지화학 군산시 외항7길 20 정케빈규봉
일진머티리얼즈(주) 익산시 석암로3길 63-25 허재명, 주재환
(주)JB금융지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김기홍
페이퍼코리아(주) 군산시 외항로 1245 권육상
(주)한농화성 군산시 외항1길 24 김응상, 경상호

코스닥

(주)네패스신소재 익산시 석암로 99 엘지화학익산공장 내 김정훈
(주)대유에이피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66 이석근
(주)동우팜투테이블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95 이계창
메이슨캐피탈(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강승태, 윤석준
(주)신진에스엠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 352-73 김홍기
(주)에쎈테크 군산시 자유무역2길 15 조시영, 정재식
(주)오디텍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87 박병근
(주)우노앤컴퍼니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3로 158-15 김종천
이원컴포텍(주) 정읍시 첨단1로 8 류일주
(주)창해에탄올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5 이연희
(주)코센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정행석, 조현권
(주)하림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김홍국, 박길연, 윤석춘
(주)하림지주 익산시 중앙로 121, 2층 김홍국

코넥스
비나텍(주)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15 성도경
(주)에스제이켐 익산시 왕궁면 무왕로 2243-23 배동수
(주)유쎌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 265 차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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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업종별 분포 현황

  ▢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 8개사, 금속기계 6개사, 전기전자 4개사, 음
식료·금융업 각각 3개사, 종이제품 1개사의 분포를 보임

      【전라북도 상장법인 업종별 분포현황】

구 분 음식료 종이제품 화학제품 금속기계 전기전자 금융업 합 계
코스피 - 1 4 1 2 1 9
코스닥 3 - 2 5 1 2 13
코넥스 - - 2 - 1 - 3
합 계 3 1 8 6 4 3 25

(단위 : 개)

  ▢ 도내 상장기업 25개사 중 제조업은 금융업과 지주회사를 제외하고 총 22
개사로 지난 2017년 말 기준 도내 제조업 사업체 수가 1,855개(종사자수 
10인 이상) 임을 감안할 때, 상장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22개)로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섬유의복, 목재나무, 비금속, 운
송장비 제조업 분야의 상장법인은 전무한 상황임

      【2018년 기준 전북지역 제조업종별 업체현황】

구 분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나무 종이인쇄 화학제품 비금속 금속기계 운송장비 전기전자 기타 합 계

업체수(개) 356 158 57 66 246 169 666 11 99 27 1,855

비 율(%) 19.2 8.5 3.1 3.6 13.3 9.1 35.9 0.6 5.3 1.5 100.0 

(단위 : 개)

4. 전북지역 상장법인 결산 현황

 가. 전체 상장법인 영업실적

  ※ 조사제외(4개사) : 메이슨캐피탈(주)(3월 결산),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2017년 5월 
분할 상장), (주)대유에이피(2018년 12월 상장), (주)에스제이켐(2018년 4월 상장)

  ▢ 상장법인 21개사의 실적 조사 결과 2018 사업연도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4%로 전년 대비 0.6% 포인트 증가했으며, 매출액 순이익
률은 3.7%로 전년 대비 1.9% 포인트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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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법인 21개사의 매출액은 총 2조 9,453억 6천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업이익은 총 1,882억 9천1백만 원으
로 전년 대비 9.7% 증가함. 순이익은 총 1,093억 6천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4% 증가함

      【전북지역 21개사 상장법인 영업실적 요약】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2017년 2,959,600 171,581 52,482 5.8 1.8

2018년 2,945,366 188,291 109,361 6.4 3.7

증 감 △14,234(△0.5%) 16,710(9.7%) 56,879(108.4%) 0.6%p 1.9%p

(단위 : 백만원)

  ▢ 조사 대상 기업 21개 중 14개 기업이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7개 기업은 적자를 기록함

      【전북지역  21개사 상장법인 이익 현황】

흑자기업 (14) 적자기업 (7)
계

흑자지속 흑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전환

12 2 5 2 21

(단위 : 개)

       *당기순이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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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전체 상장법인별 영업실적】

구 분 업 체 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8년)

당기순이익
(2017년)

코스피

광전자(주) 172,092 4,993 10,302 2,008
대우전자부품(주) 62,630 2,122 1,155 3,020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360,435 40,031 35,974 17,197
백광산업(주) 175,488 28,526 23,367 6,798

(주)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180,753 2,812 2,767 8,905
일진머티리얼즈(주) 318,903 42,310 41,330 41,613
(주)제이비금융지주 100,858 63,750 64,413 60,947
페이퍼코리아(주) 192,975 △12,328 △57,411 △115,773

(주)한농화성 223,214 5,667 5,872 8,708

코스닥

(주)네패스신소재 13,316 △3,646 △4,461 △2,111
(주)대유에이피 193,956 10,396 8,044 6,502

(주)동우팜투테이블 250,159 16,969 18,123 17,507
메이슨캐피탈(주) -　 -　 -　 -　
(주)신진에스엠 41,542 3,638 3,194 5,027
(주)에쎈테크 58,791 2,697 2,013 619
(주)오디텍 41,467 1,010 2,116 4,545

(주)우노앤컴퍼니 44,343 892 △1,888 △1,342
이원컴포텍(주) 42,792 1,299 △2,823 △3,770
(주)창해에탄올 96,390 20,769 13,161 7,347

(주)코센 54,690 △349 △10,173 2,142
(주)하림 828,007 △920 △7,678 20,606

(주)하림지주 12,378 5,942 5,603 △6,414

코넥스
비나텍(주) 32,904 4,094 2,453 △5,434

(주)에스제이켐 8,917 658 246 126
(주)유쎌 1,673 △1,954 △2,070 △2,467

(단위 : 백만원)

      * 코스닥 상장기업 ‘메이슨캐피탈(주)’은 3월 말 결산법인

 나. 전체 상장법인 재무상태

  ▢ 조사 대상 기업 21개의 2018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48.4%로 전년 대비 
2.3% 포인트 증가하며 재무 안정성이 악화됨

   ❍ 부채 총계는 2조 4,937억 7천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 증가했고, 
자본 총계는 5조 1,498억 1천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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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21개사 상장법인 재무상태 요약】

구 분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2017년 12월말 2,058,521 4,463,921 46.1
2018년 12월말 2,493,771 5,149,816 48.4

증 감 435,250(21.1%) 685,895(15.4%) 2.3%p

(단위 : 백만원)

      【전북지역 전체 상장법인별 재무상태】

구 분 업 체 명 부채 자본 부채비율

코스피

광전자(주) 35,353 224,322 15.8 
대우전자부품(주) 31,520 39,300 80.2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56,332 220,342 25.6 
백광산업(주) 134,520 155,421 86.6 

(주)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16,830 104,065 16.2 
일진머티리얼즈(주) 82,818 514,356 16.1 
(주)제이비금융지주 442,841 1,903,253 23.3 
페이퍼코리아(주) 424,939 33,513 1,268.0 

(주)한농화성 50,073 112,421 44.5 

코스닥

(주)네패스신소재 47,684 31,784 150.0 
(주)대유에이피 40,488 41,318 98.0 

(주)동우팜투테이블 31,901 188,587 16.9 
메이슨캐피탈(주) - - -　
(주)신진에스엠 23,370 69,473 33.6 
(주)에쎈테크 17,914 30,053 59.6 

(주)오디텍 6,132 113,881 5.4 
(주)우노앤컴퍼니 14,597 68,399 21.3 
이원컴포텍(주) 21,181 7,399 286.3 
(주)창해에탄올 53,178 108,052 49.2 

(주)코센 33,427 22,535 148.3 
(주)하림 522,972 297,374 175.9 

(주)하림지주 471,726 1,113,564 42.4 

코넥스
비나텍(주) 23,410 10,080 232.2 

(주)에스제이켐 10,630 4,837 219.8 
(주)유쎌 7,384 1,984 372.1 

(단위 : 백만원)

      * 코스닥 상장기업 ‘메이슨캐피탈(주)’은 3월 말 결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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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북지역 코스피 상장법인 실적

  ※ 조사제외(1개사) :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2017년 5월 분할 상장)

  ▢ 2018 사업연도 전북지역 코스피 상장법인(8개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액 영업이익률은 9.7%로 전년 대비 2.2% 포인트 증가했으며, 매출액 순이
익률도 전년 대비 5.3% 증가해 6.4%를 기록함

   ❍ 매출액은 1조 4,269억 1천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1%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1,378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0% 증가함. 한편, 순이익은 
917억 9천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5.7% 증가함

      【2018 사업연도 전북지역 코스피 상장법인 실적】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2017년 1,426,722 107,699 16,226 7.5 1.1

2018년 1,426,913 137,850 91,794 9.7 6.4 

증 감 191(0.01%) 30,151(28.0%) 75,568(465.7%) 2.2%p 5.3%p

(단위 : 백만원)

 라. 전북지역 코스닥 상장법인 실적

  ※ 조사제외(2개사) : 메이슨캐피탈(주)(3월 결산), (주)대유에이피(2018년 12월 상장)

  ▢ 2018 사업연도 전북지역 코스닥 상장법인(11개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액 영업이익률은 3.3%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 감소했으며, 매출액 순이
익률은 1.2%로 전년 대비 1.7% 포인트 감소함

   ❍ 매출액이 1조 4,838억 7천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도 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1% 감소하였고, 순이
익도 171억 8천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1% 감소함

      【2018 사업연도 전북지역 코스닥 상장법인 실적】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2017년 1,504,217 65,350 44,157 4.3 2.9

2018년 1,483,876 48,300 17,185 3.3 1.2

증 감 △20,341(△1.4%) △17,050(△26.1%) △26,972(△61.1%) △1.0%p △1.7%p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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