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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WON 산업그룹 2020 년 2 분기 

실적 발표 
• 2020 년 2 분기 총매출은 1,981 억 4,500 만 원 (KRW) 

• 2020 년 1 분기 대비 매출총이익률은 1.4% 포인트 증가하여 21.1% 달성 

• 2020 년도 2 분기 순이익은 세무감사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총 54 억 2,200 만 원 

(KRW) 

 

한국 울산 – 2020 년 08 월 14 일 – SONGWON 산업그룹(www.songwon.com)에서 오늘 

2020 년 2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2 분기 그룹 매출은 총 1,981 억 4,500 만 원(KRW)을 

기록했으며, 이로써 매출액은 2019 년 2 분기 대비 9.3% 감소하였다. 다만 2020 년 6 월 

현재까지 매출 누계(YTD)는 4,086 억 8,800 만 원 (KRW)을 기록하여 2019 년 상반기 6 개월간의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비교적 동등한 성과를 달성했다(전년도 4,088 억 8,400 만 

원 (KRW)). 2020 년 2 분기 그룹 매출총이익률은 2020 년 1 분기의 21.1%에 비해 1.4% 포인트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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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KRW) 
2 분기 6 월 누계 

2020 2019 ∆% 2020 2019 ∆% 

매출 198,145 218,467 -9.3% 408,688 408,884 0.0% 

매출총이익 41,768 51,860 -19.5% 83,310 91,573 -9.0% 

매출총이익률 21.1% 23.7%  20.4% 22.4%  

영업이익 16,164 23,274 -30.5% 34,233 37,036 -7.6% 

EBITDA 24,710 32,799 -24.7% 51,700 55,888 -7.5% 

EBITDA 이익률 12.5% 15.0%  12.7% 13.7%  

세전수익 16,043 23,540 -31.8% 34,493 37,485 -8.0% 

EBIT 이익률 8.1% 10.8%  8.4% 9.2%  

당기 순이익 5,422 12,826 -57.7% 16,604 21,603 -23.1% 

 

2019~2020 년에 국세청에서 실시한 2015~2017 년 사업 운영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 2020 년 

2 분기 순이익에 다소 타격이 있었다(54 억 2,200 만 원 (KRW)). 최종 세무 조사 결과 통지에 

근거하여 모회사에서는 총 104 억 원(KRW)의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과세된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의 조정을 통하여 일부분 상쇄되었다. 이에 따라 2020 년 2 분기를 

마감하며 최종적으로 45 억 원 (KRW)의 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SONGWON 에서는 건실한 

긴급 사태 대책(Contingency Plan)을 바탕으로 법인세 고지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0 년 1 분기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활동 차질을 우려하여 재고분을 

비축하고자 하는 고객이 많아 분기 내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2020 년 2 분기에는 

수요 둔화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공업용 화학물질(-6.7%)과 고성능 화학물질(-3.5%) 두 

사업부 모두 2020 년 1 분기 매출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으나 매출 누계(YTD)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공업용 화학물질 사업부의 경우 2020 년 2 분기 내내 전체 제품군에 걸쳐 가격 내림세를 

보였다. 원자재 원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고객이 주문을 2020 년 3 분기로 변경한 데 더하여 

자동차, 가전 및 건설업종에서 수요가 감소하여 2 분기 사업부 매출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 년 2 분기 원자재 원가 하락과 환율 호재로 2020 년 1 분기 대비 수익성은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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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2 분기에는 PVC 첨가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고성능 화학물질 사업부의 분기 매출에도 

타격이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미 침체기를 겪고 있던 건설업계 경기가 코로나 19 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반면 원자재 원가가 하락한 것은 비즈니스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업부 

매출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고성능 화학물질 사업부의 경우 2020 년 2 분기 

주석 중간물질/촉매제 매출 신장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경쟁사에서 유럽 및 미주 지역 생산을 

중단한 탓에 창출된 기회를 유리하게 활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해당 분기 SONGWON 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상한 수준의 비즈니스 운영 실적을 거두었으나, 

2020년 2분기 수요 저하에 따라 생산 시설 가동률을 축소하였다. SONGWON에서는 비즈니스 

지속성을 보장하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전사적인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생산성을 유지하고 고객에게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자사 

직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있었으며, 금융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올해 하반기를 앞둔 지금으로서는 팬데믹의 최종적인 영향력, 지속 기간이나 회복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몇 달간 어떤 결과를 얻을지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기대치를 정립하기는 불가능하다. SONGWON 에서는 불확실한 현재 경기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경기와 수요 변동 수준을 주의 깊게 주시하며, 이와 동시에 조직 내 

모든 직급을 불문하고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고객 및 공급업체와 긴밀히 

교류하여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SONGWON 에서는 2020 년 3 분기 수요가 평소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현재 

많은 지역에서 제재가 느슨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전 세계 비즈니스 활동이 

점진적으로 정상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연말까지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NGWON 에서는 팬데믹 발생 전에 미리 마련해둔 긴급 사태 

대책과 자사의 건실한 비즈니스 기본 토대가 있어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며, 나아가 고객을 위한 더 강한 파트너 겸 업계의 귀중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2020 년 2 분기 보고서는 www.songwon.com/ko/investors/reports-publications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songwon.com/ko/investors/reports-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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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산업㈜  

정밀화학 제품의 개발, 생산 및 공급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송원산업㈜의 제품은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고객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65년 설립 이후, 당사는 360˚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고, 발전을 위한 파트너쉽을 맺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송원산업㈜은 세계 2위 폴리머 안정제 제조업체입니다. 당사는 세계 

각지에 위치한 그룹 계열사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 설비를 통해 60개 이상의 국가에 소재한 

고객들에게 고성능 제품을 제공하여 각 고객의 개별 요구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songwon.com. 

 

  

http://www.song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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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www.PressReleaseFinder.com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편집문의 및 클립핑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송원 산업 그룹) Communications Korea 

Giulia Boratto 김정유 대리 (Jungyou Kim) 

Leader Global Marketing & Communications Senior Account Executive 

Walzmühlestrasse 48 연락처 02-765-1181 

CH-8500 Frauenfeld 이메일: jykim@commkorea.com  

Switzerland  

전화: +41 52 635 0000   

이메일: marketing@songwon.com  

 

 

저희 링크드인(LinkedIn)을 팔로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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