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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시장

•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 IT인프라 시장이 클라우드 중심으로 재편

(전통 인프라 시장 축소)

• 오프 프레미스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IT 인프라 지출 규모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리 수 성장세 예상

• Public Cloud, Private Cloud, 전통 인프라 시장 공존

• 글로벌 기업은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클라우드 플랫폼에 기반,

IoT,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클라우드에 융합, 경쟁력 강화 중

•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는 IoT, 인공지능 분야 기술 개발 및 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

 국내 시장

• 공공·금융 클라우드 도입 본격 시작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도입 장벽 최소화)

•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IaaS 매출 지속적 성장, SaaS 서비스의 비약적 성장 전망

• DNA 기술의 금융, 의료, 제조, 농수산 등 全산업 융합·확산 가속화에

• 공공 :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대거 발주, 정책적 기술투자 확대, negative 규제 방식 전환
(’21. 8.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발표)

• SoC : 스마트 시티, 그리드,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SoC 구축에 따른 IT 접목 프로젝트 활기

• 제조 : 항공, 조선, 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으로 DX 프로젝트 활발

스마트팜,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운항 등 ICT 기술융합을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스마트화 추진

• 금융 : Mydata 서비스 등 데이터 개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으로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뱅크 간

고객 차별화 서비스 경쟁 각축 (‘20. 7. 27.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유통·도소매 : 비대면/무인점포 서비스 확대 및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투자 확대

ll 01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 환경

DT·DX에 따른 CLOUD 전환 본격화로
우호적 시장 환경 조성, 다양한 고객군 수요 예상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5G 등과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이며, 클라우드는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에 해당

[출처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19~21년) ]

클라우드 컴퓨팅의 파급효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구조

전방산업

민간부문 수요

(개인, 기업)공공부문

수요

(정부, 공공기관, 출연연)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AI, IoT, BigData

SaaS, PaaS, IaaS

보안인증

CSB 

(서비스중개재판매)

후방산업

데이터 센터

기술공급 기업 및 단체

HW (CPU,스토리지)

경쟁력 원천

클라우드 컴퓨팅

HW기반 파워증대

SW기반 알고리즘
성능개선

센서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판단의 고도화
자율제어 진전

전통산업
고도화

• 자율주행자동차
• 지능형로봇
• 스마트공장

신서비스
창출

• 지능형 의료건강
• 금융(핀테크)
• 지능형 교육

공공
혁신

• 교통/에너지
• 재난/안전
• 치안/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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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2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전망

하이브리드와 IaaS, PaaS가 성장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시장

 세계 시장

• COVID-19로 인한 영향과 원격 근무 및 학습, 전자상거래, 콘텐츠

스트리밍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며 전 산업이 클라우드 투자와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입하며 사상 최대치의 시장 규모

기록

•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은 ’20년 2,700억

달러에서 ’21년 연말 3,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Gartner)

• 포춘지 선정 500대의 기업은 2030년까지 EBITDA 평균 20%이상

상승 예상(맥킨지)

 국내 시장

• 보안 리스크, 규제로 인해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던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 중

• 지속적으로 새로운 클라우드 보안 기술이 등장하고 Edge Computing의 발전이 이어지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도입이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기업들이 점차 클라우드 도입을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며, 도입 장벽이 가장 낮은

하이브리드의 높은 점유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IDC 국내 클라우드 IT인프라 시장 연평균 15% , 2025년 2조 2,189억으로 전망

산업별 클라우드 경제적 가치 포착

[출처 : 맥킨지]

국내 IDC 클라우드 IT 인프라 시장

[출처 : IDC]

[단위 : 십억 원] Cloud IT Infra Non Cloud IT 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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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PN 서비스별 이용량 증가치기업 재택근무 시행 비율

ll 03 Untact(Smart Workplace) 시장 전망

COVID-19로 인한 Untact 서비스 수요의 급증

 세계 Untact S/W 시장  Smart Workplace 근무환경의 확산

• New Normal Trend로 재택근무 외 Smart Office 도입 사례 증가 中

• 기업의 재택근무율은 팬데믹 전 4.5%에 불과했으나, 최근 90%를 돌파함

• 공직사회에서도 비대면 근무 환경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GVPN(정부원격업무지원시스템), 원격수업 방송채널 신설, 교육사이트

데이터 무료지원 등 비대면&디지털 대전환 중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출처 : 고용노동부(’19),국회입법조사처(‘20-21)]
상세 표본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년 4월을 동년 1월과 비교]

12.5%

88.4%
91.5%

2019 2020 2021

• 원격근무 솔루션을 포함한 UC&C(통합 커뮤니케이션&협업)시장은 연평균

7% 성장하며 ’23년에 4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화상회의, 협업, 온라인강의 및 마케팅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중 비대면

서비스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UCaaS 및 Collaborative App 시장의

높은 성장이 전망됨

기술분류별 UC&C(통합 커뮤니케이션&협업) 시장 전망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자료:IDC)]

21.5 22.5 23.1 23.8 24.0 24.3 
3.1 3.7 4.4 5.1 5.8 6.4
9.6

11.3
12.7

14.1
15.9

17.6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others contact center as a service collaborative app

[단위 : 십억 달러] 2019 : 300인 이상 기업 기준
2020-21 : 매출 100대 기업

접속자 수
증가율

797.4%
증가

가입자 수
증가율

358.9%
증가

PC영상회의
횟수 증가율

326.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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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1 콤텍시스템 Business Strategy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콤텍시스템의 New Business

~ 2020 년도

NETWORK
INFRA

DT · DX에 따른
클라우드 확산

Hybrid, IaaS,
PaaS, 시장 성장

Untact 서비스
수요 급증

DIGITAL
TRANS-
FORMATION

2021 년도 ~

클라우드 자동화 SaaS

AI Big-Data Security

DC/Cloud 선도적 입지 공고화

Smart Workplace

Legacy Biz 리더쉽 공고화

비대면/협업 솔루션 가상화

AICC 구독형 Biz.

Multi Cloud 사업자
IaaS  PaaS

Hybrid / Multi Cloud

SDN SDA/SD-WAN Server

HCI Storage Open Source

NI IPT

N/W Storage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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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2 사업전략에 따른 솔루션 포트폴리오

Multi 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NI 서비스 인프라 컨설팅 및 구축을 기반으로, S/W기반 Cloud Solution Provider로서

IaaS, Hybrid Cloud 구축 Know-how와 관련 전문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의 Needs를 충족하는 다양한 영역의 Cloud 서비스 제공사로 역량을 강화

Private Cloud Public Cloud Hybrid Cloud

클라우드
자동화

포탈(CMP) vRealize Automation Oasis(콤텍 솔루션)

MSP

자동화
vRealize Orchestrator

/Terraform
CloudFormation/Terraform

과금 vRealize Business Oasis(콤텍 솔루션)

운영/모니터링 vRealize Operations CloudWatch

SaaS SaaS 서비스 VMC on AWS

PaaS
PaaS 
서비스
플랫폼

CI/CD Vmware Tanzu Code Pipeline

AWS Outpost

/Vmware VCF

SDN/NFV Vmware NSX VPC

PaaS Vmware Tanzu EKS

IaaS

보안 NFV Cisco vASA/Vmware SDFW

SDN/NFV Vmware NSX-T/AVI Load Balancer

가상화 SW Vmware vSPhere/vCenter

백업 SW Veeam

HW
인프라

HCI 서버 Cisco HyperFlex/Vmware VCF

가상화 서버 x86서버 (Cisco/Dell/EMC/Lenovo)

네트워크 장비 Cisco(L2/L3/SDN/SAN)

스토리지 장비 PureStorage/VAST/Light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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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3 Smart Workplace

클라우드 서비스형 협업솔루션 전문기업

컨설팅
Consulting

구축
Migration & 
Construction

2020

First Mover

2021
비대면 사업영역 고도화 및
확대 추진 과제

※ AICC(지능형 콜센터) :
Webex Calling, Genesys (AI 챗봇)

AICC 역량강화
파트너쉽 추가확보

구독형 Biz. 확대로
안정적인 사업환경 전개 및

회사 손익 개선구축형 구축형 + 구독형 서비스 오퍼링

협업 솔루션 구축

Covid 19로 인한
비대면 솔루션 구축 실적 증가

영상회의

콜센터/컨텍센터

가상화 장비 구축

영상/콜센터/고객센터 클라우드 전환

Webex 구독형 Biz.확대

금융권 AICC 전문업체



사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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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2021년 상반기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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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1 사업모델/포트폴리오의 변화

AS-IS TO-BE사업 트렌드의 변화

* AI Storage : Vast Data, Lightbits, Pure AIRI, Portworx
AICC(지능형 콜센터) : Webex Calling, Genesys

Network/Solution Infra 중심에서 미래 산업 Network 및 Cloud Software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지능형 초연결 인프라 구축, 지속적 고도화를 통한 업계 No.1 Cloud & DT 전문 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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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2 사업영역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 Ⅰ

다양한 Reference 및 성공사례 확보를 통한 성장

구분 사업영역 및 목표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N/W
•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
• Edge 서비스형 Network

• 금융 Cloud Network 구축
• Edge Network 기술 인재 확보
• SD-WAN Ref. 확보
• 5G 관련 특화망 솔루션 발굴, 인력 양성

• Edge서비스 관련
- Mobility, SDx 사업 확대

• Wifi 6, 5G 특화망 사업 확대
• Cloud Network 솔루션
- Meraki, NSX-T Ref. 확보

IaaS / PaaS

• Infra Service(IaaS)
• Platform Service(PaaS)
• MSA/K8S 시장 확대

• Private Cloud 구축 (vCloud Suite)
• VMware Tanzu, VMC Sales Material
• IaC(Terraform), OutPosts 솔루션 준비
• Vast Data, Openshift Ref. 확보

• IT Management 자동화 시장 진입
• VMware Tanzu 전문업체
• RedHat Openshift 역량 확보
• AI Storage 고객 확대
- Vast Data, Pure AIRI/Portworx

Cloud
Service
Provider

• Hybrid Cloud
• Multi Cloud
• MSP 서비스

• Private Cloud Ref. 다수 확보(SDDC)
• AWS Advanced 파트너쉽 확보
• 금융권 마이데이터 플랫폼 Ref. 확보
• Public Cloud AI/ML Ref. 확보

• MSP 경쟁력 확보(컨설팅 역량)
- AWS, VMware 등

• AI/ML등 특화 분야 기술 활성화

Untact
(Smart Workplace)

• Collaboration Cloud Service
• Webex Cloud Service

• Cloud Solution 발굴, 파트너 취득
- Genesys CTI 솔루션
- BroadWorks 솔루션

• Webex 구독형 Biz. 확대

• Cloud Collaboration 솔루션 전문업체 지위 확보
• 금융권 AICC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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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3 사업영역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 Ⅱ

N/W

IaaS/
PaaS

Cloud
Service

Untact
(Smart Workplace)

비즈니스 영역 2022 기술 역량 확보2021 기술 인력 확보

Data Center 및 Cloud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역량 극대화

12%

457명

59명

총
516명

11%

Cloud 인력 약1.5배 확대

93명

17%

Cloud 기술인력

전통 IT 인력
및 지원 영업
직군

총
555명

462명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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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4 사업영역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 Ⅲ

신규 파트너십 및 고객 확보를 통한 수평 확장

현재 파트너십 현황Cloud 비즈니스 분야

신규 파트너십
추가 중

향후 계획

AI 클라우드

마이데이터

Hybrid Cloud Platform

컴퓨팅
네트
워크

가상화

핵심
비즈니스

영역

SDDC Cloud Platform

Data Center Platform

Subscription Biz.

L4~L7 / 기타보안 / 협업

5G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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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5 사업영역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 Ⅳ

강력한 시너지 효과 광범위한 클라이언트 우수한 경영성과 (전망치, 억 원)

2022 고객 수 (전망)

363개

기업
48%

공공 14%

금융
32%

병원
3% 언론/학교

2%

176

52

116

10
9

7,000 

1,120 

300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Quantum
Jump

IaaS·PaaS·SaaS 모든 Layer를 책임지는 DC/Cloud Service Group
고객의 Needs를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 Offering Synergy Road Map 확충

역량 및 매출 성장을 확장하는 Echo System 구축, 경쟁우위 강화

H/W 및 솔루션 공급

보안,SaaS, My Data

Mulit Cloud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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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1,072 

154 

1,487 

2020 2021 2022(E)

ll 06 Data Center & Cloud 사업 실적 및 계획

DC/Cloud

Cloud Network 솔루션

Edge서비스형 Network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 구축

가상화 인프라 솔루션

금융 및 공공 부문
가상화 인프라 솔루션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스토리지 솔루션

AI 스토리지 솔루션을 통한
SDDC 확대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최근 성과 및 향후 목표 [단위 : 억 원]

2022 매출목표

1,641억

1,988 

2,636 

2023(E) 2024(E)

2022 상반기 실적

2022 하반기 계획

실적 154억 원

• KB금융그룹,우정사업본부

• 현대카드, 유진투자증권 외 145 건

목표 1,487억 원

• 현대오토에버, NHN, KICC

• 롯데그룹, SK하이닉스

• 은행연합회, 신한은행 외 16건

CAGR
3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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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57 

414 

155 

419 

2019 2020 2021 2022(E)

651 

783 

2023(E) 2024(E)

ll 07 Smart Workplace 사업 실적 및 계획

Smart Workplace

Webex 영상회의 솔루션

보안성능을 갖춘 CISCO의
다목적 영상회의 솔루션
공급

클라우드 고객센터 솔루션

AI+빅데이터+RPA 기술
기반의 온택트형 클라우드
고객센터 공급

2022 상반기 실적

2022 하반기 계획

실적 155억 원

• 산업은행, 우리카드 외

목표 419억 원

• 국민은행,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외

2022 매출목표

574억

최근 성과 및 향후 목표 [단위 : 억 원]

CAGR
44.10 %



20

ll 08 중장기 성장 목표

 사업별 5개년 매출 목표  사업별 5개년 영업이익 목표

742 1,072 
1,641 1,988 

2,636 1,387 
1,322 

1,785 
1,861 

2,080 

257 
414 

574 
651 

783 

1,017 

3,000 

3,500 

4,000 

2020년 2021년 2022년 (E) 2023년 (E) 2024년 (E)

Data Center & Cloud Network & Infra

Smart Workplace 종속회사 시너지

2,386억 원

3,825억 원

7,000억 원

8,000억 원

9,500억 원

CAGR
41.26 %

6 
44 

72 84 
106 

9 

52 

64 
69 

74 

2 

13 

14 
17 

19 

64 

150 

200 

250 

2020년 2021년 2022년 (E) 2023년 (E) 2024년 (E)

Data Center & Cloud Network & Infra

Smart Workplace 종속회사 시너지

17억 원

173억 원

300억 원

370억 원

450억 원
CAGR

12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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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8 2022년 Reference

 DC/ CLOUD 부문 주요 Reference

금융

기업

공공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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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8 2022년 Reference

 Smart Workplace 부문 주요 Reference

금융

기업

공공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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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1 회사개요

 회사현황 회사명 ㈜콤텍시스템

대표 집행임원 권 창 완

설립일자 1983년 9월 1일

상장일자 1997년 2월 12일 (KOSPI 상장)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콤텍빌딩

자본금 60,526 백만원

종업원 수 555명 (정규직 482명, 계약직 73명)

주요사업 ICT인프라, 네트워크 통합, ITO, IT인프라구축

대표전화 TEL 02-3289-0114   /   FAX 02-836-6619

홈페이지 www.comtec.co.kr

 주주현황

구분 주식 수 (주) 지분율 (%)

최대주주 등 30,262,867 25.00

우리사주조합 9,955,076 8.22

기타 80,833,523 66.78

합계 121,051,466 100.00

25.00%

8.22%

66.78%

최대주주 등 25.00%

우리사주조합 8.22%

기타 66.78%

[2022년 3월 말 기준]

NI 서비스 매출 1위 (2019~2021)

매출액 3,285억원 (2021 기준)

1997년 KOSPI 상장

신용평가등급 A등급 (이크레더블)

Tier 2 Parter

Tier 1&2 Partner

Gold Partner

Cloud Infra Service
Provider, COMTEC

http://www.comt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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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2 주요 연혁

1983-1987

태동기

• ㈜콤텍시스템 창립
1983

회사설립 및 사업기반 확립

• 부산, 대구, 광주지사 설립
1984

• 국내 최초 모뎀 수출
(뉴질랜드)

1985

• 체신부 (현 정보통신부) 
유망 중소기업 선정

1986

• 국내 최초 다이얼업 모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규격
승인획득

1987

1993-1999

성장기

• NI(네트워크통합) 사업개시
• ㈜콤텍정보통신 설립

1993

KOSPI 상장 및 NI/SI 사업 개시

• SI(시스템통합)업체 사업자 등록
1994

• 정보통신 및 기술연구소 설립
1995

• 코스피 상장 (2월)
• 대림동 사옥이전

1997

•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정보통신부 체신금융분산망 구축

1999

2014-2022

2차 도약기

• 정부공공기관 IT인프라 이전 구축
(한국전력, 우정사업본부, 감정원 등)

2014

클라우드 및 ICT 전문기업

• Citrix Partnership 체결
• Fortinet Partnership 체결
• Dell Partnership 체결

2016

• 국회도서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합
유지보수사업

2017

• 최대주주변경 (최대주주 : ㈜아이티센)
•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장

수상

2018

• 제1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 오라클 Gold Partnership체결
• AWS Partnership 체결

2019

• 물적분할 ㈜씨플랫폼 설립
• VastData Partnership 체결

2020

2001-2012

1차 도약기

• CISCO SI-Gold Partnership 체결
2001

금융 및 공공부문 사업 활성화

• 국민은행 CCTV영상 보안 관재사업
2004

• 신한지주 네트워크 구축
• 정보통신부 기반망 개선사업

2005

• 신한은행 IPT구축사업
2007

• 해외(몽골,네팔,콩고) 정부
Data Center 구축

2008

•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2010

• VMware Partnership 체결
2011

• S/W 산업진흥대통령 표창
• ISO20000(정보기술서비스)인증

획득

2012

39년 간 축적해 온 기술과 철학으로 첨단 ICT 산업 선도

• GENESYS Partnership 체결
2021

• Airspan Partnership 체결
• VastData 아시아 총판 계약 체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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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3 VISION & MISSION

Multi Cloud AI / BIG-DATA

콤텍시스템

Smart Workplace

Cloud Leading Company

핵심시장
지배력 강화

•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영업 경쟁력
강화

•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존
고객 Lock-In 효과 강화

MISSION 01

공격적
수직확장

• IFRS 17, FRTB, KICS, Risk, ODS, 
PPR, 웹엑스 등 신규 솔루션 공급

• SaaS 비즈니스 모델확대로
구독형 수익모델 확보

MISSION 03

안정적
수평확장

•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NI 
비즈니스로 시장 확대

• AI, 빅데이터, 5G 등 첨단
IT기술과 NI 비즈니스 통합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MISSION 02

시너지
효과

• 클라우드/보안 솔루션 총판
씨플랫폼과 솔루션 구축
협력

• 강력한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

MISSION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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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4 그룹 지배구조도

특화된 전문성과 시너지 기반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조직

25.0 %

37.1 %

67.2 %

30.1%

아이티센 그룹 지배회사

종속회사

콤텍시스템
종속회사

한국금거래소쓰리엠

종속회사

씨플랫폼

종속회사

한국금거래소

관계회사

비전
벤처스

수앤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50 % 25 %

종속회사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

종속회사

시큐센

67.2 %

종속회사

쌍용정보통신

종속회사
콤텍정보통신

종속회사
클로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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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5 경영진 소개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 1986-1999
• 1999-2004
• 2004-2015
• 2015-2019
• 2019-현재

이 태 하
부회장

한국 IBM㈜
㈜혁성정보시스템
㈜코마스
대우정보시스템㈜
㈜아이티센
부회장

• 1989-현재
• 현재

권 창 완
대표

㈜콤텍시스템
콤텍시스템
대표집행임원

BEST PARTNER

강 진 모 회장

• 1993-1997
• 1998-2002
• 2005-현재
• 2016-2017
• 현재

㈜다우기술
㈜열림기술
㈜아이티센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회장 역임
現 아이티센그룹 회장/이사회 의장

• 1990-1998
• 1998-2003
• 2006-현재
• 현재

이 경 일
부회장

㈜대우통신
㈜한솔텔레콤
㈜아이티센
아이티센그룹 CFO

• 2002-2017
• 2017-2021
• 현재

김 완 호
대표

㈜아이티센
㈜비젠
콤텍시스템
대표집행임원



29

ll 06 경영실적 (연결)

5개년 영업이익 흑자 기조 유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436 

1,217 

2,388 2,386 

3,82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E)

21 
32 30 

17 

17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E)

9 

66 

10 

47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E)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빗금은 손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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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07 요약재무제표 (연결)

구분 2022 1H 2021 2020

유동자산 2,214 2,400 1,310

비유동자산 1,220 1,092 543

자산총계 3,433 3,491 1,853

유동부채 1,625 1,573 764

비유동부채 242 243 97

부채총계 1,868 1,816 861

자본금 605 605 339

주식발행초과금 500 500 330

기타자본 (161) (78) 5

이익잉여금 329 374 274

소수주주지분 293 274 44

자본총계 1,566 1,676 992

부채와 자본총계 3,433 3,492 1,853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구분 2022 1H 2021 2020

매출액 2,370 3,825 2,386

매출원가 2,083 3,205 2,067

매출총이익 287 620 320

판매비와 관리비 395 451 304

영업이익 (109) 173 17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78) 73 (8)

당기 순이익 (73) 47 (9)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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