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신성건설  귀중
교부번호 : KCSCR-2023-C00749

발급일 : 2023년 03월 31일

당사의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서비스에 의해 평가된 귀사의 기업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주)신성건설

대 표 자 이동규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111-0002289

사업자등록번호 418-81-10256

주 소
(5493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3, 4층 (금암동, 르

네블루빌딩)

재무결산기준일 2022년 09월 30일

등급평가일 2023년 03월 31일

등급유효기간 2024년 03월 30일 까지

제출처 및 용도 조달청 및 공공기관제출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e-3-

경영상태평가시 회사채등급에 준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A-

유의사항

1. 상기 신용평가등급은 ㈜이크레더블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거 일정시점에서 평가대상 기업의 채무이행능력과 그 안정성을 평가한 것이

며, 당해 기업의 채무이행능력과 상거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채, 기업어음 등의 유가증권 발행 용도로 평가된 

신용평가등급과 다르며 해당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상기 신용평가등급은 당해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한 것으로 업무의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며, 그 활용에 따른 판단 

및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크레더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상기 신용평가등급은 상기 등급평가일 현재 유효한 등급으로 등급평가일 이후 기업의 신용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등급평가일 

이후 기업의 신용변동 사유(회사명, 대표자, 주소의 변경 등) 발생시 기업은 ㈜이크레더블에 해당 내용을 통보,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

이크레더블은 기업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평가절차에 의해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수요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4. 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크레더블의 동의없이 

무단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 위�변조 및 외부 공시를 금합니다.

5. 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업 심사용 또는 아파트 입찰참가 심사용으로 이용됩니다.

6. 본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이크레더블(TEL : 02-2101-91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진위 확인은 (주)이크레더블 신용평가홈페이지(www.ecredibl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개요 주요재무항목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주)신성건설

대 표 자 이동규

본 사 주 소
(5493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3, 4층 (금암동, 르네블루빌딩)

설 립 연 도 1979년 05월 16일

종 업 원 수 135명

산 업 분 류 (F41112) 아파트 건설업

전 화 번 호 063-232-2244

FAX 063-232-2241

항 목 2020.09.30 2021.09.30 2022.09.30

매출액 131,043 130,468 182,215

영업이익 6,751 7,116 2,360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9,791 22,854 -11,551

당기순이익 8,401 21,067 -12,264

총자산 84,704 135,210 147,706

총부채 17,918 44,089 72,110

총자본 66,786 91,121 75,595

자본금 3,985 3,985 3,985

주요재무 비율 (단위 : %, 회)

구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유 동

비 율

부 채

비 율

자기자본

비율

총자산

회전율

2020.09.30 -17.9 11.7 5.2 6.4 295.9 26.8 78.8 1.6

2021.09.30 -0.4 59.6 5.5 16.1 224.5 48.4 67.4 1.2

2022.09.30 39.7 9.2 1.3 -6.7 145.4 95.4 51.2 1.3

기업신용등급의 정의
* 당사 e-Rating 서비스에 의한 기업신용등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영상태평가시

회사채등급에 준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의 정의

e-1 AAA 환경변화에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할 정도로 신용능력이 우수함

e-2 AA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을 보유할 정도로 신용능력이 양호함

e-3 A 신용능력은 양호하나,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능력이 제한적임

e-4 BBB 신용능력은 적정하나,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e-5 BB 신용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안정성면에서는 저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e-6 B 신용능력이 제한적이며, 안정성면에서도 저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e-7 CCC 신용능력이 미흡하여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e-8 CC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e-9 C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음

e-10 D 현재 신용위험이 발생한 상태에 있음.

* e-2(AA) 부터 e-7(CCC)까지의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