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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산업 그룹  2015년 1분기 실적 발표 
 

• 1분기 매출 1,570 억 4,500 만원 달성 
• 1분기 매출 총이익 249억 7,100 만원 기록 
• 매출 총이익률은 15.9% 

 
한국 울산 – May 15, 2015 –송원산업 그룹(www.songwon.com)은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송원산업 그룹은 1,570억 4,500만원의 매출과 15.9%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했다. 이것은 2014년 

1분기 대비 3.4% 증가한 것이다. 

 

단위: 원화 백만 원 
1분기  

2015 2014 ∆% 

매출 157’045 162’899 -3.6% 
매출총이익* 24’971 20’327 22.8% 
총이익률* 15.9% 12.5%  
영업이익* 5’103 -1’057 582.8% 
당기 손익 3’068 -4’892 162.7% 
 

송원산업은 어려운 시장 조건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2014년(특히 2014년 1분기)을 보낸 후 

2015년에 좋은 출발을 보였다. 

 

국제 통화 문제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재료 비용으로 인한 판매 가격 인하 압력, 고객 구매의 리드 

타임 감소, 미국의 서부 항만 폐쇄와 같은 사건들이 모두 연결 매출의 소폭 감소를 유발했다. 

 

그러나 송원산업의 생산 공장은 2015년 1분기 동안 중단 없이 꾸준히 가동하여 총매출 이익률을 

15.9%로 대폭 개선하였다. 

 

환율, 정치적 불안정 및 예측 불가능한 지역 경제 상황으로 인한 지속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전에 주문을 연기한 고객들의 수요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실적 보고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www.songwon.com/ko/investors/financialresults. 

http://www.songwon.com/
http://www.songwon.com/ko/investors/financial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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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won 산업 주식회사 

송원산업그룹는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폴리머 안정제 제조업체로서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첨가제와 스페셜티 산화방지제개발 및 생산 

분야의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송원은 플라스틱 산업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의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에는 폴리머 안정제, 알킬페놀 및 알킬크레졸, PVC 안정제, 가소제, 

주석계 중간체, SAP/응교제 및 폴리우레탄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Songwon 산업 그룹은 2개의 합자 회사와 1개의 대표 사무소 등 3개 

대륙에 걸친 9개 국가에 17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7개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 3개는 한국에 있고 나머지는 독일, 중국, 미국, 인도 등지에 분산되어 있으며 중국에는 

합자회사의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Songwon은 또한 세계 전역에 걸쳐 영업망 및 고객 서비스 사무소, 

물류 허브와 재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www.PressReleaseFinder.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편집문의 및 클립핑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송원 산업 그룹) Marketing Solutions (마케팅 솔루션) 

도리스 피터스(Doris Peters) Kevin Noels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   P.O. Box 58 
Walzmühlestrasse 48 4600 AB Bergen op Zoom 
CH-8500 Frauenfeld The Netherlands 

Switzerland 전화: +31 164 317 011 
전화: +41 52 635 0000 이메일: knoels@marketingsolutions.be 
이메일: marketing@song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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