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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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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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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75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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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륭물산(104970)
카톤팩 기반의 종합 포장 용기 제조 기업

기업정보(2021/1/8 기준)

대표자 조홍로

설립일자 1980년 08월 25일

상장일자 1992년 12월 22일

기업규모 중기업

업종분류
식품 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

주요제품 카톤팩

시세정보(2021/1/8 기준)

현재가(원) 9,5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420

발행주식수(주) 15,125,000

52주 최고가(원) 11,300

52주 최저가(원) 3,590

외국인지분율 0.19%

주요주주 조락교 외
  

■ 안정적인 입지의 카톤팩 제조기업

삼륭물산(주)는 1980년 설립되어 1992년 코스닥에 상장된 위생용 포장 용

기 제조 기업이다. 

주요 제품인 카톤팩은 우유나 주스 또는 청량음료를 담을 수 있는 액체 음

료 포장 용기의 일종으로, 천연 펄프로 만든 판지의 양면에 무균 

Polyethylene 코팅 처리하여 만든 원단에 오프셋 인쇄, 타발 및 접착공정을 

거쳐 만든 사각기둥 모양의 용기이다. 

포장 용기는 중간재 제품으로 100% 주문 생산되고 소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체제

가 변하는 추세이며 음료, 식료 등의 제품은 위생 및 품질 안전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삼륭물산(주)는 고객사의 엄격한 품질관리 

수준에 맞추어 ISO 인증을 받았으며, 품질안전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종합 포장 용기 산업으로 사업 확대

유제품 시장은 출산율 저하, 대체 음료 증가 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삼륭물산(주)는 에스알테크노팩(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사

업영역을 확대했다. 현재 지배회사인 삼륭물산(주)와 종속회사인 에스알케미

칼(주)의 40%, 에스알테크노팩(주)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조홍로 

대표이사가 3사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우유 종이팩으로 사용되는 카톤팩을 제조하고, 에스알테크노팩(주)는 CJ제

일제당의 햇반 등 무균밥 용기와 커피음료 컵 등의 플라스틱 용기 및 의료

용 수액 필름을 제조하고 있으며, 에스알케미칼(주)는 도료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다각화된 사업영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905.2 -10.49 61.1 6.75 40.0 4.42 5.93 3.09 88.17 267 4,730 19.02 1.07

2018 849.6 -6.15 11.1 1.31 -0.7 -0.08 -0.07 -0.05 85.36 -3 4,654 - 1.03

2019 887.1 4.41 15.7 1.77 5.8 0.66 0.85 -0.64 75.56 40 4,755 235.33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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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카톤팩 제조업계 상위기업 철저한 위생 품질관리

■ 카톤팩 상위기업으로 국내 약 30%의 시장점유율

  - 카톤팩 주요 제조사는 삼륭물산, 한국팩키지, 에버그  

    린패키징코리아, 삼영화학임.

■ 플라스틱 용기 개발 및 판매로 매출 성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 작업자 공장 출입 전 에어샤워, 주기적 세균검사

 - 금속검출기, 집진기, 이물제거 흡배기 설비 관리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카톤팩 제조

  - 품질안전팀을 갖추어 위생, 품질 안정성 유지

  - 공장 출입 전 에어샤워, 주기적 세균검사 등 준수

  - 단위 공정별 금속검출기, 집진기, 이물제거 흡배기설비   

    설치, 관리

■ 플라스틱 용기 개발

  - LAMICON 트레이 기술개발

  - 공압출 다층시트로부터 트레이 모양으로 성형

  - 산소 및 수증기 차단성, 장기 보존성 우수

적용제품

■ 카톤팩 ■ 무균즉석밥 용기

■ 레토르트 포장 ■ 수액백 필름

제품별 매출 비중(2020년 3분기) (단위: 백만 원)

품목 매출액 비중(%)

삼륭물산
우유팩 27,704 93.2

스파우트캡 외 45 0.2
임대 1,975 6.6

에스알테크

노팩

플라스틱 용기 외 31,736 89.0
상품 도매 3,916 11.0

합계 65,376

 

시장경쟁력

기술역량

■ ISO 인증을 획득하고 품질안전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위생 및 품질관리

■ 인쇄타발기, 측면접착기, 제함기, 제품적재로봇, 단면자  

   동소부기 등 설비 구축하여 생산 자동화

국내 식품용 종이 용기 시장규모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8 3,889억 원 연평균 : 8.21% 성장 전망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3 3,931억 원

최근 변동사항

종이 용기, 플라스틱 용기 수요 증가

■ 포장 시장 성장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대

  - COVID-19 장기화

  - 배달 수요 증가

■ 포장 용기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무균 즉석밥 용기

  - 레토르트 용기

  - 증기방출 파우치

  - 살균 및 장기 보존이 가능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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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현황

 카톤팩에서 종합 포장 용기 제조 등 사업 확대

동사는 1980년 8월 설립되었으며, 주요 제품은 카톤팩이다. 카톤팩의 주요 적용 분야는 우유 

시장이나, 동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종속회사를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산업, 의료용 수

액 필름 등 제조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종합용기 제조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 회사 연혁 및 주요 사업 분야

삼륭물산(주)(SAMRYOONG Co.,Ltd, 이하 ‘동사’라 함)는 1980년 8월 각종 종이 용기 판

매 및 식품포장자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조락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92년 코스닥

에 상장되었고, 수차례의 대표이사 변경을 거쳐 2011년 1월 조홍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

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이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총자산 125,594백만 원, 자기자본 61,248

백만 원(납입자본금 7,563백만 원) 규모의 기업이며, 2020년 6월 기준 82명의 직원이 근무하

고 있다. 

동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제품은 우유팩,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포장자재이다.

[그림 1] 동사 CI

*출처: 동사 홈페이지

■ 대표이사 정보 및 경영진

사내이사 조락교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사를 1980년 8월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년까지 역임한 바 있으며, 현 대표이사의 아버지로 사실상 동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대표이사 조홍로(1975년생, 남)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2010년 12월 동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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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동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관계사인 에스알케미칼(주), 

에스알테크노팩(주)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동사 최대주주는 조락교 사내이사로 지분율은 2020년 9월 말 기준 37.62%이다.

[표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주요 주주 대표이사와의 관계 주식(주) 지분율(%)

조락교 최대주주(본인) 5,690,421 37.62

조홍로 자 4,117,801 27.23

신지영 자부 746,910 4.94

조혜진 자 716,500 4.74

용운장학회 이사장 700,000 4.63

허태화 배우자 119,500 0.79

계 12,094,132 79.94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 카톤팩

동사의 주요 제품인 카톤팩은 식품용 포장 용기의 일종으로 식품용 종이 용기는 사람이 섭취하

는 음식물의 포장, 보관, 유통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고체 및 액체 상태의 음식물을 담

을 수 있는 종이(펄프) 용기를 말한다.

식품용 종이 용기는 보관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재질, 크기, 형태 등이 달라지나, 원

지의 원료인 펄프는 주로 침엽수를 사용하여 제조한다.

[표 2] 카톤팩 시장점유율 (단위 : ％)　

구분 삼륭물산 한국팩키지
에버그린패키징

코리아
삼영화학

2019년 28.6 28.6 29.4 13.4

2018년 28.0 33.0 28.0 11.0

2017년 28.0 31.0 28.0 13.0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 종속회사 현황

에스알케미칼(주)는 2010년 12월 설립 이후 2011년 11월 식품 용기 전용 이형 조형물을 개

발 완료하여 출시하였고, 2014년 들어서 선박용 방오도료 NEPTUNE301의 시제품을 완성하

여, 판매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도 고부가가치 기능성 도료의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에스알테크노팩(주)는 플라스틱 식품 용기 및 필름류의 꾸준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배회

사와 동일한 매출처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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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시장 동향

1인 가구 증가 및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식품 포장 용기 수요 증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외식문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외식, 1인 가구 증가 및 테이크아

웃 문화 확산 등으로 음식 포장을 위한 일회용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캠핑 인

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포장 식품 및 식

재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식품용 종이 용기 시장 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식품용 종이 용기 시장은 2014년 2,836억 원에서 

2018년 3,889억 원으로 연평균 8.21% 증가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고려 시 2023년

에는 3,931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국내 식품용 종이 용기 시장규모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식품시장 영향

동사는 종이 용기,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용 용기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동사의 전방시장은 

소용량 조리식품 등 간편식 시장이다. 국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

년 27.9%에서 2019년 30.2%로 확대되었고, 초혼연령 증가,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등

으로 2024년에는 31.1%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1인 가구는 식품비 비중이 높고, 2인 이상 가구보다 소득 및 연령 특성에 따라 소비 행태에 차

이가 크다. 1인 가구 증가로 식품시장에서는 소분, 소용량 제품 수요 증가, 조리식품 등 간편식 

수요 확대 등의 경향이 나타난다.

외식시장에서는 배달 및 테이크아웃의 증가와 패스트푸드점과 분식점, 김밥 전문점 매출액 증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륭물산(104970)

6

[그림 3] 1인 가구 비율

*출처: 통계청

■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HMR 수요 증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대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장기불황에 기인한 저성장 기조로 

한 끼 식사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여 HMR 소비에 많은 

사람이 지갑을 열고 있다. 

더욱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HMR 제품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HMR 시장은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음식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4] HMR 성장률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HMR : Home Meal Replacement의 머리글자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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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사업 부문 현황

동사 주요 제품인 카톤팩은 우유나 주스 또는 청량음료를 담을 수 있는 액체 음료 포장 용기의 

일종으로 2019년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 2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사 주요종속회사인 에스알케미칼(주)에서는 기능성 도료 및 코팅제를 제조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 용기 전용 이형 조성물로 이용된다. 

동사 주요종속회사인 에스알테크노팩(주)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및 의료용 필름을 제조하고 있

으며, 이는 즉석밥 및 액체 음료의 포장 용기, 수액백 필름으로 이용된다.

■ 카톤팩의 외부환경 요인

동사 주요 제품인 카톤팩 내수시장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우유 소비

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업종 특성상 중간재 제품으로써 100% 주문에 의한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재고에 대

한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유가공 업체는 국민의 영양식품으로서 우유 소비는 경기변

동에 민감하지 않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국내 우유 시장은 2013년 18,682억 원에서 2017년 

20,193억 원으로 연평균 2.34% 증가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고려 시 2022년에는 

23,007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우유 시장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의 특성상 유대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소비자 이탈이나 유입이 발생하지만, 기본적인 식품으로 반복, 지속적인 음용 형태를 

나타내고, 제품 종류별로 가격대 범위가 넓어 변동 폭은 크지 않다.

[그림 5] 국내 우유 시장규모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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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기술분석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

동사는 카톤팩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으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신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종속회사 설립 및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식품 용

기를 개발하여 제조하고 있다.

■ 동사의 기술개발 조직 현황

동사는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품질안전팀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 기술개발인력은 포장 용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 개발, 공정 안정

화, 품질 균일화, 디자인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6] 동사의 조직도

*출처: 동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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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톤팩 제조공정

종이(펄프)를 주원료로 제조되는 식품 용기는 원지(위생용지, 백지 등)를 코팅, 인쇄, 절단, 접

착, 성형, 검사 등의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식품용 종이 용기의 제조 공장은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작업자의 몸에서 떨어

지는 머리카락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에어샤워, 손 세척 설비, 이물질 제거기, 소독

용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원부자재 출입구는 이중 구조의 차단형 문으로 구성된다..

[그림 7] 카톤팩 제조공정

*출처: 동사 홈페이지

원지 가공 공정은 대형 롤러에 감긴 위생용지 및 백지를 풀어 알맞은 크기로 절단하는 공정으

로, 절단할 때 정확한 위치에 절단 날을 접속해 한 번에 잘라내야 한다. 

코팅 공정은 음식물이 접촉하는 표면을 코팅 처리하여, 방수, 방습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중요

한 공정으로, 식품의 온도 차이 및 보관 환경상 용기 외부에 습기가 쉽게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표면에도 별도의 코팅 처리를 진행한다.

인쇄 공정은 주문자가 요구한 디자인 및 색상으로 용기 외부 표면에 각종 정보를 인쇄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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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주로 오프셋 인쇄기가 사용된다.

용기의 내피와 외피가 분리되어 있거나, 2~3겹의 별도 용기를 접착하는 형태의 제품인 경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종이 용기를 부착하여 제조한다.

검사 과정이 완료된 완제품은 주문자가 요구한 수량대로 포장하여 출고하는데, 유통 중 이물질 

및 수분 흡착으로 인한 오염,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 랩 등을 이용하여 포장한 뒤 출

고한다. 

식품용 종이 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펄프에는 PCBs, 납, 비소,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기준 및 규격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인

쇄된 종이의 경우, 인쇄잉크 성분이 식품에 이행되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

로, 인쇄된 면이 식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하는 경우에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인쇄잉크 성분인 벤조페논이 규격 이상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 카톤팩 위생 및 품질관리

동사 작업자는 공장 출입 전 에어샤워, 주기적 세균검사 등 위생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준수하고 

있고, 매일 위생설비의 이물 발생 상태를 확인한 후 생산 공정에 피드백하는 공정시스템을 적용

하고 있다. 

또한, 인쇄 공정, 접착공정 등 단위 공정별로 금속검출기 및 집진기 등 설비를 적용하여 관리하

고 있다. 인쇄 타발 공정 후 적재공정 전 검사 및 Suction을 수행하고, 접착공정 중 자동접기, 

가열, 측면접착, 정렬, 포장 등 세부공정마다 이물 제거 흡배기설비를 설치하였으며, 포장공정에 

금속검출기를 설치하여 적용하고 있다.

■ LAMICON 트레이 기술

에스알테크노팩(주)에서 생산하는 무균즉석밥 용기인 LAMICON 트레이는 공압출 다층시트로

부터 트레이 모양으로 성형한 다층 용기로, 산소 및 수증기 차단성이 뛰어나고, 장기 보존성이 

우수하며 소각이 쉽다.

압진공 성형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은 레토르트와 같이 가열이 필요한 제품에 적합하여 무균밥 

용기, 전자레인지 용기, 어묵 용기 등에 사용되고, 압공 성형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은 장기보존 

및 저온 충진을 요구하는 제품에 적합하여 커피음료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된다.

압진공 성형은 플라스틱 시트를 틀 위에 대고 가열한 후 펀칭된 금형에 시트 고정 후 밀폐하고 

공기를 급속 배출하여 내부 압력 저하에 의한 대기압으로 성형되는 방식이고, 압공 성형은 진공

성형과 동시에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 진공성형보다 정밀도가 높은 성형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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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LAMICON 트레이 구조

*출처: 동사 홈페이지

[표 3] LAMICON 트레이 특징                                           

특징 설명

산소, 수증기 차단성 GAS 치환, 탈산소재, 탈탄산가스제를 사용

장기 보존성
보향성, 내유성, 내산성, 내알칼리성을 유지하여 식품 고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보존

위생성
환경호르몬이 없는 무균, 멸균 포장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용기 

포장규격 기준에 적합

환경 친화성 소각 폐기 시 탄산가스와 물로 변화

*출처: 동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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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무분석

카톤팩 및 플라스틱 용기 판매를 통한 매출 시현

동사는 주로 카톤팩 및 플라스틱 용기 제조를 통해 매출 시현하는 업체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

로 견조한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2020년 3분기는 COVID-19로 경기 침체되어 있으나 매출규모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적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률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매출 추세 다소 변동성 있으나, 견조한 매출 시현

동사의 매출액은 연결기준 2017년 90,524백만 원, 2018년 84,960백만 원, 2019년 88,705백

만 원으로 다소 유동적이나, 견조한 매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제품인 카톤팩이 비교적 

꾸준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무균밥용기 및 커피음료 컵 판매의 선

전에 의한 것이다. 2020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3.56%)하였는데 이는 

COVID-19 확산 등으로 인해 내수경기 침체로 주요 제품인 우유팩의 판매 부진과 종속기업의 

플라스틱 용기 판매 부진에 기인한다. 동사의 제품 중 카톤팩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편으로 

동사를 비롯한 4개 사가 과점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안정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플라스

틱 용기도 성장세의 시장 환경과 기술개발로 긍정적인 성장 요소 갖추고 있으나, COVID-19 

사태의 장기화와 내수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카톤팩, 플라스틱 포장 용기 등의 매출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20년 3분기 2019년 말 2018년 말 2017년 말

매출액 65,260 88,705 84,960 90,524

영업이익 1,660 1,567 1,115 6,112

당기순이익 923 581 -70 4,004

영업이익률 2.54 1.77 1.31 6.75

순이익률 1.41 0.65 -0.08 4.42

부채비율 77.81 75.56 85.36 88.17

차입금의존도 30.83 29.91 35.03 35.26

*출처: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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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출처: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개선되고 있는 수익성과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말(6.75%) 이후 급격히 떨어져 최근 2년 평균 1.54%로 낮은 수

익률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 3분기 영업이익률(2.54%)도 전년 동기(3.74%) 대비 낮은 수치

를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요구된다. 동사의 수익성 감소는 판매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 어려운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사는 제조위생환경 변화 및 

loss율 감소를 통한 원감 절감 등 자체적 비용 절감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 수익률은 점차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사의 최근 3년 평균부채비율은 83.03%로 양호한 수준이며, 2019

년 말 부채비율은 75.56%로 더욱 개선되었다. 2020년 3분기 부채비율(77.81%)은 다소 높아

졌으나, 여전히 업종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이며, 동사의 최근 3년 평균차입금의존도(33.39%) 

업종평균 대비 낮은 수치이고, 2020년 3분기 차입금의존도(30.83%)는 더욱 개선된바, 동사의 

재무안정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출처: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정(+)의 추세 유지 중

2019년 동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정(+)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금유입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기대비 재고자산회전율(6.23회)의 감소로 인한 재고자산 증가(2,482백만 

원), 미수금 증가(326백만 원) 등으로 기인된 것이다. 2020년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정

(+)의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고, 이는 매출채권 증가(2,82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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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선급금 증가(1,059백만 원), 재고자산 증가(122백만 원) 등에 기인된 것이다. 투자활

동현금흐름은 유형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 있었으나, 대여금 감소로 정

(+)의 상황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차입금의 일부 증가로 재무활동현금흐름도 정(+)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바, 동사는 재고자산 관리 등 운전자본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영업활동 현금유입

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현금흐름 분석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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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포장 시장의 성장으로 종이 용기, 플라스틱 용기 매출 증가 예상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식품 배달 주문 및 포장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플라스틱 및 종이 

용기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사는 이에 발맞춰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신규설비 투자계

획을 수립하여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 새로운 사업군을 통한 매출 성장

동사는 지배회사인 삼륭물산(주)와 종속회사인 에스알테크노팩(주)와 에스알케미칼(주)로 구성

되어 있다. 카톤팩 사업의 경우 기존설비 정비 및 신규설비 추가 도입, 생산수율 향상 등을 추

진하여 멸균팩 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동사는 에스알테크노팩(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플라스틱 용기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삼륭

물산(주)의 2020년 1월~9월 기준 카톤팩 톤당 평균단가는 2,480천 원이고, 277억 원의 매출

을 달성하였고 에스알테크노팩(주)의 2020년 상반기 1월~9월 기준 플라스틱 포장 용기 톤당 

평균단가는 3,289천 원으로, 31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신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

보 및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2] 동사의 플라스틱 용기                             

*출처: 동사 홈페이지

■ HMR 수요 증가에 따른 식품 포장재의 성장 예상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대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COVID-19 장기화에 따른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HMR 소비량이 늘고 있으며 동사는 카톤팩, 무균밥 용기, 음료컵, 반찬 파우

치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제조하고 있다. 

동사는 화학, 기계, 식품 등 각 분야의 우수인력을 바탕으로 참치캔, 햄캔 등 내면 코팅 캔의 

대체재인 레토르트 용기, 살균 및 장기 보존이 가능한 용기 등 신제품의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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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플라스틱 식품 용기는 Polypropylene을 주원료로 하여 용융 압출 및 냉각 과정을 거쳐 

제조하고 있으며 연포장의 경우 필름 원단에 인쇄, 합지, 타발 공정을 거쳐 외포장 또는 파우치

로 제조하고 있음.

동사는 음료, 식품 등 위생 및 품질 안전 관련한 제품 신뢰를 위해 품질안전 전담부서를 두어 

엄격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3] 동사의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                           

*출처: 동사 홈페이지

■ 수액백 필름

의료시장에서의 기존의 링거병을 대신하여 멸균이 가능한 수액백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에스알

테크노팩(주)는 수액백에 사용되는 필름을 제조하고 있다. 동사의 필름은 PP를 주원료로 하는 

친환경적인 다층필름으로 약물의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명도를 지니고 있고 

121℃, 30분 이상의 고압 살균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PVC 수액백 필름은 환경호르몬(DEHP)을 사용한 필름으로 인체 유해성 가능성 논란이 있어 

국내에서 퇴출당하는 추세이고 중국에서도 PVC 수액백을 규제하고 있어 N0n-PVC 수액백 필

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동사는 우수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기초로 안정적인 매출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14] 동사의 수액백 필름

*출처: 동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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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최근 1년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5] 동사 3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 네이버 금융(2020년 12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