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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상장법인 현황 조사
1. 개    황

 ▢ 기업의 상장은 우리나라 대표 증권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철

저한 검증을 통해 진행되며, 기업의 상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

도록 되어있어 상장기업의 경우 투명한 경영활동이 요구됨

 ▢ 비상장주식은 주식 양도를 통한 현금화가 어렵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존

재하지 않아 명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반면, 

상장주식의 경우 기업의 미래가치가 반영된 일정한 가격으로 시가가 형성

되어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음

 ▢ 기업상장 유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상장을 

하는 경우 주식양도를 통한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하게 되고, 확장된 자금

유동성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기업의 인지도와 경

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됨

 ▢ 따라서 지역의 상장법인 수는 해당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

도를 추론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기

업공개를 통해 상장이 된다면 지역은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주상공회의소가 2020년 4월 1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전체 2,359개 

상장법인을 조사한 결과 도내에는 코스피 상장법인이 11사, 코스닥 상장법

인 15사, 코넥스 상장법인이 2사로 총 28개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코스피(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거래를 위해 1956

년 개설한 주식 거래소이자 우리나라의 대표 증권시장으로 코스피 안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

자 등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상장 기준이 매우 엄격함

▪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시장은 IT와 바이오, 문화컨텐츠와 관

련된 고부가가치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개설된 시장으로 코스피시장과 비

교해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고 심사항목을 축소해 진입요건이 완화된 시장

▪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와 중소기업

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 개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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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상장법인 현황

 가. 권역별 상장법인 현황

  ▢ 2020년 4월 1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2,359사 상장법인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상장기업의 71.2%(1,680사)가 수도권에 밀집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영남권 13.2%(311사), 충청권 10.0%(237사), 전라권 3.1%(73사) 

순으로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라권은 광주‧전남을 통틀어도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1%(73사)

에 불과했으며, 그 중 전북은 1.2%(28사)에 그쳐 지역적 열세를 보임

 나. 시‧도별 상장법인 현황

  ▢ 시‧도별 현황은 서울 948사(40.2%), 경기 649사(27.5%), 충남 94사(4.0%), 경

남 90사(3.8%), 인천 83사(3.5), 충북 81사(3.4%) 순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냄

  ▢ 전년도와 비교해 해외 포함 18개 시‧도 중 15곳의 상장법인 수가 증가했

고, 2곳이 감소했으며, 1곳이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서울(915→948)과 경기(624→649)가 각각 33개, 25개씩 증가해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1개에서 5개 사이로 증가하거나 감소함

   ❍ 증 가 : 서울(915→948), 경기(624→649), 충남(89→94), 경남(88→90), 인천(80→83), 

충북(78→81), 부산(76→77), 경북(58→63), 전북(25→28), 울산(25→27), 강

원(24→25), 광주(22→24), 전남(20→21) 해외(20→21), 세종(7→9)

   ❍ 감 소 : 대구(57→56), 제주(11→10)

   ❍ 동 일 : 대전(53)

 【시·도별 상장법인 현황】

권 역 수 도 권 충 청 권 전라권 영남권 강
원
권

제
주
권

해
외 합계

시도별 서울인천경기대전 충남충북세종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코스피 405 24 142 10 26 14 4 9 11 7 39 22 16 40 17 4 7 1 798

코스닥 488 53 467 36 65 57 5 9 15 11 38 33 9 50 38 17 2 20 1,413

코넥스 55 6 40 7 3 10 - 6 2 3 - 1 - - 8 6 1 - 148

소  계 948 83 649 53 94 81 9 24 28 21 77 56 25 90 63 27 10 21 2,359

권역별
합계

1,680
(71.2%)

237
(10.0%)

73
(3.1%)

311
(13.2%)

27
(1.1%)

10
(0.4%)

21
(0.9%) 100.0%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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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북도 상장법인 현황

 ▢ 전라북도 기업 중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상장법인은 총 28사로 전국 비중

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코스피 상장법인 11사, 코스닥 상장법인 15사, 코넥스 상장법인 2사

 ▢ 전북지역 전체 상장법인 수는 전년 대비 3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별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 수가 각각 2개 증가했고, 코넥스 상

장기업은 1개 감소함. 한편, 국내 전체 상장법인 수는 전년 대비 87개 증

가한 총 2,359사로 집계됨

 가.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도내 자치단체별로는 익산시에 상장기업이 9사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시 

7사, 전주시·완주군 각각 4사, 정읍시 2사, 장수군·부안군 각각 1사 순

으로 나타남

   ❍ 전년도와 비교해 군산시는 1개 상장사가 증가했으며, 익산시는 1사가 감

소하고 3사 증가함

      【전라북도내 상장법인 자치단체별 현황】

구 분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합계

코스피 1 1 - 4 4 1 - 11

코스닥 2 3 1 3 4 1 1 15

코넥스 1 - - - 1 - - 2

합 계 4 4 1 7 9 2 1 28

(단위 : 개)

    - 익산 소재의 두산솔루스(주)는 지난 2019년 10월 분할 상장된 회사로 (주)두산

의 계열사이자 OLED, 전지박, 등 바이오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익산 소재의 두산퓨얼셀(주) 역시 (주)두산의 계열사로 지난 2019년 10월 

분할 상장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 광학용‧열차단 보호필름 등 특수필름을 제조하는 오성첨단소재(주)는 

2020년 3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익산시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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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보일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주)강원

은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 화성에서 군산시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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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솔루스(주) 익산시 석암로11길 11 이윤석

두산퓨얼셀(주) 익산시 석암로7길 100 유수경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1로 167 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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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군산시 자유무역1길 60 한일주

(주)대유에이피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66 이석근

(주)동우팜투테이블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95 이계창

메이슨캐피탈(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14층 신길환, 윤석준

(주)신진에스엠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 352-73 김은식, 김은주

(주)에스모머티리얼즈 익산시 팔봉동 841 김정훈

(주)에쎈테크 군산시 자유무역2길 15 조시영, 조경호

(주)오디텍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87 박병근

오성첨단소재(주) 익산시 석암로17길 104 이장원

(주)우노앤컴퍼니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3로 158-15 김종천

이원컴포텍(주) 정읍시 첨단1로 8 이경훈,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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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코넥스
비나텍(주)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15 성도경

(주)에스제이켐 익산시 왕궁면 무왕로 2243-23 배동수

*파란글씨는 전라북도 내 추가 상장법인(2020. 4.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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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업종별 분포 현황

  ▢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과 금속기계 각각 8사, 전기전자 5사, 음식료

와 금융업 각각 3사, 종이제품 1사의 분포를 나타냄

      【전라북도 상장법인 업종별 분포 현황】

구 분 음식료 종이제품 화학제품 금속기계 전기전자 금융업 합 계

코스피 - 1 4 2 3 1 11

코스닥 3 - 3 6 1 2 15

코넥스 - - 1 - 1 - 2

합 계 3 1 8 8 5 3 28

(단위 : 개)

  ▢ 도내 상장기업 28사 중 금융업(3사)을 제외하면 총 25사로 지난 2018년 

말 기준 도내 제조업 사업체 수가 1,870개(종사자수 10인이상) 임을 감안

할 때, 상장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25사)로 나타남. 특히 섬유의

복, 목재나무, 비금속, 운송장비 제조업 분야의 상장법인은 도내에 전무한 

것으로 조사됨

     【2018년 기준 전북지역 제조업종별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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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수(개) 361 148 60 66 249 166 683 9 100 28 1,870

비 율(%) 19.3 7.9 3.2 3.5 13.3 8.9 36.5 0.5 5.4 1.5 100.0

(단위 : 개)

4. 전북지역 상장법인 결산 실적(2019사업연도)

 가. 분석대상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12월 결산 상장법인 25사(28사 중 3사* 제외)

    *3월 결산 상장법인 1사(메이슨캐피탈), 신규상장 2사(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

 나. 흑‧적자기업 현황

  ▢ 조사 대상 기업 25사 중 17사(68.0%)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며, 8

사(32.0%)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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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상장법인 이익 현황】

흑자기업 적자기업
계

흑자지속 흑자전환 소 계 적자지속 적자전환 소 계

15
(60.0%)

2
(8.0%)

17
(68.0%)

4
(16.0%)

4
(16.0%)

8
(32.0%)

25
(100.0%)

(단위 : 개)

       *당기순이익 기준

 다. 전체 상장법인 결산실적

  ▢ 전북지역 상장법인 25사의 전체 결산실적 매출액은 3조5,254억2천8백만원, 

영업이익은 1,674억3천7백만원, 순이익은 1,674억3천7백만원으로 집계되었

으며,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0.1%로 집계됨

   ❍ 전년대비 영업이익률은 1.9% 포인트 감소했으며, 순이익률 역시 4.5% 포

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북지역 전체 상장법인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매출액 3,637,010 3,525,428 -111,582 -3.1

영업이익 242,035 167,437 -74,598 -30.8

순이익 159,206 -3,872 -163,078 -102.4

영업이익률(%) 6.7 4.8 -1.9%p -

순이익률(%) 4.4 -0.1 -4.5%p -

(단위 : 백만원)

 라. 시장별 상장법인 결산실적

  (1) 코스피 상장법인 결산실적

    ※ 조사제외 :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신규상장 2사)

   ▢ 코스피 상장법인 9사의 전체 결산실적 매출액은 1조7,404억2백만원, 영

업이익은 1,841억4천8백만원, 순이익은 1,588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영

업이익률은 10.6%, 순이익률은 9.1%로 집계됨

    ❍ 전년대비 영업이익률은 0.7% 포인트 증가했으며, 순이익률 역시 2.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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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코스피 상장법인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매출액 1,787,347 1,740,402 -46,945 -2.6

영업이익 176,839 184,148 7,309 4.1

순이익 126,726 158,800 32,074 25.3

영업이익률(%) 9.9 10.6 0.7%p -

순이익률(%) 7.1 9.1 2.0%p -

(단위 : 백만원)

  (2) 코스닥 상장법인 결산실적

    ※ 조사제외 : 메이슨캐피탈(3월 결산법인)

   ▢ 코스닥 상장법인 14사의 전체 결산실적 매출액은 1조7,328억5천3백만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백56억9천4백만원, 순이익은 마이너스 1천7백2억5

천4백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영업이익률은 1.5% 감소, 순이익률도 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전년대비 영업이익률은 4.8% 포인트 감소했으며, 순이익률 역시 11.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북지역 코스닥 상장법인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매출액 1,807,842 1,732,853 -74,988 -4.2

영업이익 60,444 -25,694 -86,138 -142.5

순이익 29,781 -170,254 -200,034 -671.7

영업이익률(%) 3.3 -1.5 -4.8%p -

순이익률(%) 1.7 -9.8 -11.5%p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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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코넥스 상장법인 결산실적

   ▢ 코넥스 상장법인 2사의 전체 결산실적 매출액은 521억7천3백만원, 영

업이익은 89억8천4백만원, 순이익은 75억8천1백만원으로 집계되었으

며, 영업이익률은 17.2% 증가했고, 순이익률도 1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전년대비 영업이익률은 5.9% 포인트 증가했으며, 순이익률 역시 8.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북지역 코넥스 상장법인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증감률(%)

매출액 41,821 52,173 10,351 24.8

영업이익 4,752 8,984 4,232 89.1

순이익 2,699 7,581 4,882 180.9

영업이익률(%) 11.4 17.2 5.9%p -

순이익률(%) 6.5 14.5 8.1%p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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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상장법인별 영업실적】

구 분 업 체 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9년)

당기순이익
(2018년)

코스피

광전자(주) 159,106 -601 1,830 10,302 

대우전자부품(주) 53,430 -995 -2,478 1,155 

두산솔루스(주) 44,849 20,918 20,918 -

두산퓨얼셀(주) 221,171 19,488 19,488 -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377,851 46,613 39,590 35,974 

백광산업(주) 168,529 21,442 16,259 22,325 

(주)SH에너지화학 138,162 -2,363 -3,152 2,767 

일진머티리얼즈(주) 294,788 33,981 40,081 41,330

(주)JB금융지주 115,739 79,305 80,307 64,413

페이퍼코리아(주) 228,104 -5,184 -23,616 -57,411

(주)한농화성 204,695 11,950 9,978 5,872

코스닥

(주)강원 42,550 -17,151 -33,461 1,978

(주)대유에이피 155,622 10,101 6,993 8,044

(주)동우팜투테이블 270,568 4,257 2,594 18,123

메이슨캐피탈(주) - - - -

(주)신진에스엠 38,506 2,846 2,433 3,194

(주)에스모머티리얼즈 13,459 -4,804 -89,695 -7,748

(주)에쎈테크 51,708 448 -493 2,013

(주)오디텍 37,732 586 888 2,116

오성첨단소재(주) 66,605 4,281 15,679 5,861

(주)우노앤컴퍼니 42,363 590 272 -1,888

이원컴포텍(주) 46,311 1,336 1,465 -2,823

(주)창해에탄올 95,102 18,467 13,347 13,161

(주)코센 54,358 -2,392 -51,003 -10,173

(주)하림 804,828 -44,469 -40,751 -7,678

(주)하림지주 13,143 212 1,479 5,603

코넥스
비나텍(주) 42,958 8,370 7,394 2,453

(주)에스제이켐 9,214 614 188 246

(단위 : 백만원)

     *코스닥 상장기업 ‘메이슨캐피탈(주)’은 3월 말 결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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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북지역 상장법인 재무 현황

 ▢ 조사 대상 기업(25사)의 2019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50.0%로 전년말 대비 

2.4%p 증가함

  ❍ 부채 총계는 2조8472억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자본 총계

는 5조6992억9천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함

    【전북지역 상장법인 재무상태】

구 분 2018년 말 2019년 말 증 감 증감률(%)

자산총계 8,250,615 8,546,497 295,882 3.6

부채총계 2,658,924 2,847,203 188,278 7.1

자본총계 5,591,690 5,699,294 107,604 1.9

부채비율(%) 47.6 50.0 2.4%p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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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상장법인별 재무상태】

구 분 업 체 명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코스피

광전자(주) 254,267 33,519 220,748 15.2

대우전자부품(주) 77,482 40,546 36,935 109.8

두산솔루스(주) 175,834 72,334 103,500 69.9

두산퓨얼셀(주) 495,761 328,990 166,771 197.3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311,726 62,347 249,379 25.0

백광산업(주) 328,963 161,383 167,580 96.3

(주)SH에너지화학 121,126 23,740 97,386 24.4

일진머티리얼즈(주) 647,030 92,798 554,232 16.7

(주)JB금융지주 2,511,408 532,099 1,979,309 26.9

페이퍼코리아(주) 415,526 391,824 23,701 1,653.2 

(주)한농화성 163,356 43,083 120,274 35.8

코스닥

(주)강원 55,106 32,202 22,904 140.6

(주)대유에이피 116,059 70,348 45,711 153.9

(주)동우팜투테이블 222,991 32,994 189,997 17.4

메이슨캐피탈(주) - - - -

(주)신진에스엠 101,989 30,865 71,123 43.4

(주)에스모머티리얼즈 57,032 51,327 5,705 899.7 

(주)에쎈테크 42,895 15,147 27,748 54.6

(주)오디텍 118,234 5,846 112,388 5.2

오성첨단소재(주) 204,782 29,297 175,485 16.7

(주)우노앤컴퍼니 75,599 5,756 69,843 8.2

이원컴포텍(주) 36,707 19,058 17,649 108.0

(주)창해에탄올 158,091 45,074 113,017 39.4 

(주)코센 85,173 76,681 8,492 903.0

(주)하림 763,869 508,659 255,209 199.3 

(주)하림지주 1,614,029 507,806 1,106,224 45.90

코넥스
비나텍(주) 47,961 24,732 23,229 106.5 

(주)에스제이켐 15,096 10,072 5,024 200.5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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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