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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산업그룹, 2013년도 3/4분기 건실한 재무 실적으로 꾸준한 성장세 

달성 

 
• 건실한 3/4분기 재무 실적 2013년도 송원산업그룹의 꾸준한 성장세 기여 

• 핵심 사업인 산화 방지제 분야에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9.3% 판매 증가로 높은 성장세 

기록 

• 매출 총 이익률은 17.6%로서 생산성 향상을 반영. 조업도 차이를 반영할 경우 18.3%로 증가 

• EBIT 이익률 2012년 6%에서 6.9%로 상승 
 
Ulsan, Korea – 2013 년 11월 26 일 – 산화방지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세계 2위인 송원산업그룹이 

2013년도 3분기 및 9개월간의 재무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도 3분기 매출액은 1,7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를 기록했으며, 핵심 사업인 산화 방지제 분야 역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9.3% 증가와 함께 전 분기 대비 순조로운 매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3분기 9개월 누적 

단위: 백 만원 2013 2012 ∆% 2013 2012 ∆% 

매출 175,800 174,356 0.8% 523,102 528,044 -0.9% 

매출 총 이익 31,400 37,086 -15.3% 96,969 101,127 -4.1% 

매출 총 이익률 17.9% 21.3%   18.5% 19.2%   

영업이익 10,708 17,850 -40.0% 34,034 45,594 -25.4% 

EBIT* 3,901 12,185 -68.0% 36,297 31,516 15.2% 

EBIT-margin 2.2% 7.0%   6.9% 6.0%   

당기순이익 8,309 5,696 45.8% 16,548 16,465 0.5% 

*EBIT= 영업이익 + 기타 수익 – 기타 비용       

 

매출 총 이익률은 조업도 차이를 반영할 경우, 2012년 9개월 간 17.6%에서 2013년 9개월간 

18.3%로의 상승을 보여 주며, 송원산업그룹이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였음을 반증하였다.  

 

또한 당년도 년간 당기 순이익은 0.5% 상승하였으며, EBIT 이익률 역시 6.0%에서 6.9%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송원산업그룹의 박종호 회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시계가 불투명한 시장 상황 하에서 지난 3분기는 

송원산업그룹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었던 시간으로, 자사는 판매가격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의 동반 하락에 힘입어 그 간의 어려움을 상쇄해 왔다.”라고 말했다.  

 



송원산업그룹, 2013년도 3/4분기 건실한 재무 실적으로 꾸준한 성장세 달성 
 

 

Issued on 26-11-13  2/3 

4분기 전망과 관련하여 박종호 회장은 “송원산업그룹의 4분기 수주량은 여전히 안정적이며, 폴리머 

생산의 강세는 곧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산화 방지제 시장 규모의 증가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첨가제로 사용되는 디옥틸틴옥사이드(DOTO)의 성공적인 생산 증설이 완료되면, 오는 

4분기에는 유기주석화합물의 판매 향상과 함께 현재 국내에서 송원산업그룹이 주력하고 있는 

유기액상안정제 부문이 4 분기 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PTBP와 BP 및 아민계 산화방지제의 생산 중단 결정은 2013년 4분기 매출 및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장과 경기가 점차 회복 기미를 보임에 따라 송원산업그룹의 성장 잠재성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을 갖추고 2014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송원산업그룹의 원팩 시스템 (One pack system, OPS) 생산 공장은 지난 

4월 첫 가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 성공적으로 운용 중이며 이미 첫 계약 성사와 함께 첫 주문량을 

배송하였다. 또한 독일 그라이츠 OPS 생산 시설에는 최적화된 생산계획 및 스케줄링을 가능하게 하는 

적용된 새로운 압출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송원산업그룹은 제품 범위의 확대와 함께 특정 

제품군의 질과 생산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송원산업그룹은 이탈리아 사보(Sabo)사와의 협력을 통해 광안정제의 판매의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UV 시장의 집중은 송원산업그룹이 자외선 흡수제 사업 부문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황계 산화방지제 사업 부문은 건실한 지역 판매 프로그램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 부문은 울산 및 매암에 위치한 생산 라인을 필두로 견실한 

결과를 낳고 있으며, 2014년도 실행 예정인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원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3분기 실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원산업 

홈페이지(www.songwon.com/ko/investors/financialresult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송원산업 회사 소개> 

송원산업은 울산에 본사를 둔 세계 2위의 산화방지제 생산 업체로, 국내 유수의 플라스틱 첨가제 

생산 회사에서 이제는 전세계에 폴리머 첨가제 등 정밀화학제품을 공급하는 선도적 기업으로 

부상하였다. 1965년 12월 창업자 故 박경재 회장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77년 한국 거래소(KRX)에 

상장되었다. 2007년 故 박경재 회장의 타계로 박종호 사장이 송원산업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였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12년 매출액은 6,796억원, 당기순이익은 204억원이다. 

 

송원산업은 전 세계적인 판매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2001년 일본, 2006년 스위스와 미국, 2010년 

홍콩과 인도, 중국에 판매법인을 설립하였다. 2011년에는 친환경 합성수지 첨가제의 핵심 배합 

기술인 원팩시스템(One Pack System. OPS) 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ATG사를 인수하였다. 현재 한국에 

3곳, 독일, 미국 및 중국에 각각 1곳 등 총 6곳의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부다비에 OPS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전세계 어느 지역이든 동사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판매 및 물류 허브를 

확보하고 있다.  

 

http://www.songwon.com/ko/investors/financial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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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그룹은 송원산업, Songwon Holdings AG, Songwon International AG, Songwon International – 

Japan K.K., Songwon China Ltd., Songwon Industrial Co. Ltd. Representative Office Bahrain, 

Songwon Additive Technologies AG, Songwon Additive Technologies-Americas Inc., Songwon ATG 

GmbH, Songwon International – Americas Inc., Songwon International – India Pvt. Ltd., Songwon 

Trading Co. Ltd., Songwon Chemicals Co. Ltd. 및 Songwon Baifu Chemicals (Tangshan) Co., Ltd., 

Songwon Additive Technologies - Middle East FZE, Polysys Additive Technologies – Middle East 

LLC 및 Chemservice Asia Co. Ltd.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송원산업의 주요 제품> 

송원산업의 주요 제품은 합성수지(PP, PE, ABS), PVC 수지, 타이어, 합성피혁, 도료 등의 제조업체에서 

첨가제 및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화방지제, PVC 안정제, Tin 중간체, 고무노화방지제, 폴리우레탄수지, 

가소제, 고분자응집제, 고흡수성 수지 등이다. 폴리머(플라스틱 원재료) 첨가제인 산화방지제는 

수지의 산화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수지의 분해를 방지하여 프라스틱의 고유물성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송원산업은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2%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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