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림피티에스(주) ( WOORIM POWER TRAIN SOLUTION CO.,LTD. ) 

609-81-40851

2022년 04월 25일

한현석 / 한우진 

▷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업무의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며 그 활용에 따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당사의 동의 없이 무단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 및 위변조를 금합니다.

▷ 유효기간 내에만 유효합니다.

▷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심사에는 제출하실 수 없으며 공공기관 제출용 보고서 발급 또는 본 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문의사항은 (주)이크레더블(전화:02-2101-91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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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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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기업체명 우림피티에스(주) (WOORIM POWER TRAIN SOLUTION CO.,LTD.) 신용등급

사업자등록번호 609-81-40851 법인번호 194211-0039934

BBB+
본사주소 (5153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613(외동)

대표자 한현석/한우진

전화번호 055-260-0300

산업분류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현금흐름등급

설립일 2000년 03월 27일

A재무결산일 2021년 12월 31일 보고서 최종수정일 2022년 04월 25일

신용등급 유효기간 2022년 04월 25일~2023년 04월 24일

신용등급이력

결산기준일
정기평가 하반기평가

평가일 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평가일 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2021/12/31 2022/04/25 BBB+ A - - -

2020/12/31 2021/04/25 BB A 2021/10/25 BB A

2019/12/31 2020/04/21 BBB- A 2020/09/21 BBB- A

Watch 등급

정상
2022년05월01일 현재

주요 경영 현황

주요제품 경영정보 판매처(%) 주요주주(%)

산업용감속기 종업원 117 명 (주)모트롤 23 한현석 45.4

트랜스미션 기업규모 중기업 우림하이비스(주) 16 조점숙 0.2

　 기업형태 상장 (주)한진중공업 4 한우진 8.5

　 자본금 6,750 백만원 삼보씨엠씨(주) 3 김춘권

주거래은행 우리은행 창원지점 베르원엔지니어링 3 우림기계(주) 2.1

(단위:백만원)주요 재무 현황

결산기준일 총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12/31 92,696 10,638 82,058 60,544 2,069 3,563

2020/12/31 89,870 10,649 79,221 60,109 776 -7,934

2019/12/31 98,209 11,428 86,780 55,506 -1,266 -666

(단위:%)

결산기준일 매출성장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의존도

2021/12/31 0.7 3.4 5.9 464.9 13.0 0.0

2020/12/31 8.3 1.3 -13.2 401.3 13.4 0.0

2019/12/31 -13.7 -2.3 -1.2 446.6 13.2 0.0

(주)이크레더블 2/23 [조회일시]2022년 05월 03일 1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