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y data 

 

 

현재주가(21/5/7,원) 7,730 

 

시가총액(십억원) 3,895 

영업이익(21F,십억원) 272 발행주식수(백만주) 504 

Consensus 영업이익(21F,십억원) 272 유동주식비율(%) 18.5 

EPS 성장률(21F,%) 20.5 외국인 보유비중(%) 3.5 

P/E(21F,x) 23.5 베타(12M) 일간수익률 0.53 

MKT P/E(21F,x) 12.2 52주 최저가(원) 4,895 

KOSPI 3,197.20 52주 최고가(원) 7,900 

 

Share performance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3 39.0 49.8 

상대주가 1.4 5.1 -9.6 
 

결산기 (12월) 2018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십억원) 1,510 1,538 1,471 1,594 1,708 1,853 

영업이익 (십억원) 247 229 250 272 313 352 

영업이익률 (%) 16.4 14.9 17.0 17.1 18.3 19.0 

순이익 (십억원) 146 131 138 166 190 218 

EPS (원) 290 259 274 330 378 433 

ROE (%) 7.5 7.0 7.9 10.0 11.7 13.5 

P/E (배) 21.7 21.9 24.4 23.5 20.5 17.8 

P/B (배) 1.6 1.6 2.0 2.4 2.4 2.4 

배당수익률 (%) 5.9 7.4 6.6 5.7 5.7 5.7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쌍용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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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유지) 

목표가: 9,300원 ▲ 

상승여력: 20.3% 

이익률 50%, 환경자원회사 

이광수 kwangsoo.lee@miraeasset.com     

실적, 시장 예상치 충족 2021년 1분기 실적, 비용 절감 효과로 양호한 실적 발표 

� 1분기 실적 매출 3,366억원(7.2% YoY), 영업이익 328억원(6.5% YoY) 발표 

� 유연탄 가격 상승, 인건비와 유가 등 원가 인상 요인에도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 

� 순환자원처리시설 투자를 통한 원가 혁신 본격화 

출하량 증가, 가격은 변수 올해 안정적인 영업이익 증가 전망 

� 2021년 매출 1조 5,940억원(8.4% YoY), 영업이익 2,720(8.8% YoY) 추정 

� 내수(시장) 시멘트 출하량 4,820톤으로 6%(YoY)증가, 매출과 이익 증가 가능 

� 수요 증가, 비용 인상으로 인해 시멘트 가격 상승 가능성, 불확실성은 존재 

환경자원사업 확대 가시적인 환경자원사업 확대, 목표주가 9,300원으로 상향 

� 동해, 영월공장 순환자원처리시설 투자 완료로 순환자원 사용량 4배 이상 증가 

� 5개 킬른에 추가적인 순환자원처리시설 투자 확대, 2024년 환경사업 이익 비중 42% 

� 환경자원사업 영업이익률 59%(2020년 기준), 가시적인 이익 증가로 기업 가치 상승 전망 

� 목표주가 9,300원으로 상향, 2021년 BPS에 PBR 2.9배 적용 

� 환경사업의 높은 ROE와 안정적인 배당수익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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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정적인 실적 전망 

2021년 1분기 실적, 예상치 충족 

쌍용C&E 2021년 1분기 실적은 매출 3,366억원(7.2% YoY), 영업이익 328억원(6.5% YoY)를 기

록하여 시장 기대치를 충족했다. 수출 확대로 매출이 증가했다. 유연탄 가격, 인건비와 유가 등 원

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 사용 확대 등 원가 혁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수

익성을 유지했다. 2021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9.7%를 기록했다. 1분기 실적에서 주목할 것은 상

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수출물량 증가와 유연탄 가격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

적인 수익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기 때문이다. 순환자원처리시설을 통한 비용 감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출하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2020년 1분기 대비 9%포인트 증가했다.  

표 1.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  

(십억 원, %, ppt) 1Q20 2Q20 3Q20 4Q20 1Q21F YoY (%) QoQ (%) 기존추정 차이(%) 컨센서스 차이(%) 

매출액 314  385  346  426  337  7.2  (21.0) 331 1.7  325  3.6  

영업이익 31  91  54  75  33  6.5  (56.1) 31 5.8  30  10.8  

세전이익 21  62  40  41  22  3.3  (45.9) 23 (4.3) 22  (0.9) 

당기순이익(지배주주) 19  54  23  42  20  1.5  (53.1) 23 (14.3) 17  15.9  

영업이익률(%) 9.8  23.5  15.6  17.5  9.7  (0.1) (7.8) 9.4  0.4  9.1  0.6  

세전이익률(%) 6.8  16.1  11.7  9.5  6.5  (0.2) (3.0) 6.9  (0.4) 6.8  (0.3) 

당기순이익률(%) 6.2  13.9  6.6  9.9  5.9  (0.3) (4.0) 6.9  (1.1) 5.2  0.6  

자료: 회사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영업이익 2,720억원 추정 

국내 시멘트 출하량 회복이 이어지면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1년 국내 시

멘트 출하량은 4,820만톤으로 2020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연탄 등 비용 인상 우

려에도 쌍용C&E는 약 60만톤 옵션계약을 통해 원가상승 리스크가 낮다. 따라서, 수익성이 양호한 

국내 시멘트 출하량 회복이 2분기부터 이어지면 안정적인 이익 증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1년 

실적은 매출 1조 5,940억원(8.4% YoY), 영업이익 2,720억원(8.8% YoY)로 추정된다.  

그림 1. 국내 시멘트 내수 출하량 전망 

 

자료: 한국시멘트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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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적극적인 환경사업 확대 그리고 변화 

환경사업 진출 확대 계획 

최근 회사는 쌍용양회에서 쌍용C&E로 회사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사업 확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

명했다. 쌍용C&E는 2019년부터 대규모 순환자원 투자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환경 사업에 진출

했다. 그러나, 시멘트 생산과 관련된 투자에 제한되어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그러나, 사

명 변경과 함께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 2. 최근 쌍용C&E 사업목적 추가 세부 내역  

구분  사업목적 추가 

환경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소각 등 폐기물 중간 처분업 

 매립 등 폐기물 최종 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 처분업 

 폐합성수지, 폐 자동차, 폐 전자부품 가공, 처리 등 중간재 활용업 및 종합 재활용 업 

 수 처리, 폐수, 하수 분뇨처리 및 서비스업 

 토양, 지하수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 환경관련 제반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사업 

 폐열발전, 열병합발전 및 폐자원과 신재생에너지을 이용한 증기, 전기 사업 

 환경관련 컨설팅, 엔지니어링, 기술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설비의 설계, 제작, 판매 등 제반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와 판매업 

자료: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환경 사업진출에 따른 효과는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동해와 영월공장에 순환자원

처리 시설에 약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순환자원 사용량이 4배 이상 증가했

고, 유연탄 사용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서 폐열회수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투자를 통해 연간 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였다.  

환경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이익 증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폐

합성수지, 석탄재, 슬러지 등 순환자원을 재활용하는 처리비 수수 금액과 유연탄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감안한 환경자원 사업의 매출액은 1,189억원에 영업이익 702억원이었다. 관련 환경 사업

의 2021년 영업이익 890억원, 2022년 1,110억원을 달성하고 2024년에는 1,590억원으로 추정

된다. 순환자원처리시설을 통한 효과가 환경사업 이익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환경자원 사업, 영업이익 추정 

 

자료: 회사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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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59%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환경자원 사업은 향후 매출이 확대되고 기

존 시멘트 사업과 시너지효과가 날수록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전망이다. 2020년 전

체 영업이익에서 28%를 차지하는 환경자원사업 영업이익은 2024년에는 42%로 확대된다. 환경

자원사업을 통한 이익 증가는 시멘트 업황 변화가 별개로 회사의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익이

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그림 3. 환경자원사업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회사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목표주가 9,300원으로 상향 

안정적인 이익과 환경자원사업을 통한 이익 증가를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기존 8,200원에서 9,300

원으로 13% 상향한다. 목표주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익은 큰 변동이 없으나 환경자원 산업의 

가시성을 반영하여 목표주가 산정에 사용한 Target PBR을 2.9배로 상향했다. 환경자원 사업의 추

정 ROE는 40%로 쌍용C&E 11%(2021년 기준)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향후 환경자원 사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 평가가치 상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표 3. 쌍용C&E 목표주가 산정  

(KRW, x,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F 

EPS 406  613  290  259  274  330  378  

BPS 3,627  3,879  3,828  3,564  3,370  3,261  3,213  

평균 시가총액 1,280  1,400  1,451  2,690  3,034  2,699   

BPS 3,213   2021년 예상 BPS 적용        
 

Target PBR 2.9  변화 시점 일본 시멘트 회사 평균 PBR에 글로벌 환경회사를 고려하여 25% 할증, 이익 증가 반영  
 

Target Price 9,317  
      

현재주가 7,730  
      

주가상승률 21%             

자료: 회사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2%
11%

10%

20%
22%

28%

33%
35%

38%

4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쌍용양회 

Mirae Asset Securities Research   5 

2021.5.10 

주요 Q&A 

Q. 2021년 1분기 실적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수익성이 낮은 수출 증가와 유연탄 가격 상승 등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했다. 가장 큰 이유는 순환자원처리시설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2021년 1분

기 시멘트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4%, 매출은 7% 증가했다. 별도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1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1분기 탄소 배출권 매각이익 170억원을 감안하면 일회성 이익

을 제외한 이익은 증가했다.  

 

Q. 순환자원처리시설을 통한 원가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인가? 

최근 유연탄 가격이 30% 인상되는 등 원가 부담이 컸다. 그러나, 2021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9.7%를 기록했고 영업이익 328억원을 달성하여 시장 추정치에 부합했다는 판단이다. 킬른 4개의 

순환자원처리시설 투자를 마치고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Q. 향후 환경 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우선 추가적으로 킬른 6개 중 5개에 대해 순차적으로 순환자원처리시설 투자를 지속해 나갈 예정

이다. 매년 1기 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2024년가지 1,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강원도 영월에 매립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2025년에는 환경자

원사업을 통한 이익이 전체 이익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Q. 현재 환경자원사업 현황은? 

2020년 기준, 매출 1,189억원에 영업이익 702억원이다. 유/무형 및 투자자산은 1,207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59%를 달성했다. 높은 수익성은 환경사업의 투자 확대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또

한, 환경사업은 투자 이후 회수율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4. 환경자원사업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회사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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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0 2021F 2022F 2023F  (십억원)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1,471 1,594 1,708 1,853  유동자산 708 752 794 802 

매출원가 1,055 1,147 1,217 1,307  현금 및 현금성자산 216 235 246 207 

매출총이익 416 447 491 54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10 326 346 375 

판매비와관리비 166 174 178 194  재고자산 114 120 127 138 

조정영업이익 250 272 313 352  기타유동자산 68 71 75 82 

영업이익 250 272 313 352  비유동자산 2,619 2,540 2,493 2,473 

비영업손익 -85 -66 -75 -79  관계기업투자등 1 1 1 2 

금융손익 -29 -30 -29 -29  유형자산 2,153 2,083 2,043 2,031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0  무형자산 323 314 305 297 

세전계속사업손익 165 206 238 273  자산총계 3,327 3,292 3,287 3,275 

계속사업법인세비용 27 40 48 55  유동부채 454 455 469 477 

계속사업이익 138 166 190 21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98 206 215 223 

중단사업이익 0 0 0 0  단기금융부채 178 167 168 165 

당기순이익 138 166 190 218  기타유동부채 78 82 86 89 

지배주주 138 166 190 218  비유동부채 1,183 1,202 1,208 1,184 

비지배주주 0 0 0 0  장기금융부채 899 903 891 855 

총포괄이익 132 166 190 218  기타비유동부채 284 299 317 329 

지배주주 132 166 190 218  부채총계 1,637 1,657 1,676 1,660 

비지배주주 0 0 0 0  지배주주지분 1,690 1,635 1,611 1,614 

EBITDA 425 451 481 512  자본금 50 50 50 50 

FCF 230 281 247 251  자본잉여금 486 486 486 486 

EBITDA 마진율 (%) 28.9 28.3 28.2 27.6  이익잉여금 1,222 1,171 1,147 1,151 

영업이익률 (%) 17.0 17.1 18.3 19.0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9.4 10.4 11.1 11.8  자본총계 1,690 1,635 1,611 1,614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십억원) 2020 2021F 2022F 2023F   2020 2021F 2022F 2023F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6 381 392 390  P/E (x) 24.4 23.5 20.5 17.8 

당기순이익 138 166 190 218  P/CF (x) 7.8 9.3 8.9 8.4 

비현금수익비용가감 292 251 247 246  P/B (x) 2.0 2.4 2.4 2.4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65 170 160 152  EV/EBITDA (x) 9.9 10.4 9.7 9.1 

 무형자산상각비 10 9 9 8  EPS (원) 274 330 378 433 

 기타 117 72 78 86  CFPS (원) 852 828 868 921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및부채의변동 -25 3 0 -21  BPS (원) 3,370 3,261 3,213 3,22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4 -16 -19 -28  DPS (원) 440 440 440 440 

재고자산 감소(증가) 8 -6 -7 -11  배당성향 (%) 160.1 129.4 112.8 98.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26 5 4 2  배당수익률 (%) 6.6 5.7 5.7 5.7 

법인세납부 -22 -40 -48 -55  매출액증가율 (%) -4.4 8.4 7.2 8.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9 -105 -125 -145  EBITDA증가율 (%) 8.1 6.1 6.7 6.4 

유형자산처분(취득) -151 -100 -120 -139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9.2 8.8 15.1 12.5 

무형자산감소(증가) 1 0 0 0  EPS증가율 (%) 5.8 20.4 14.5 14.6 

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7 -2 -2 -3  매출채권 회전율 (회) 4.9 5.1 5.2 5.3 

기타투자활동 4 -3 -3 -3  재고자산 회전율 (회) 12.1 13.6 13.8 14.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6 -254 -256 -284  매입채무 회전율 (회) 10.1 11.0 11.1 11.6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69 -7 -10 -39  ROA (%) 4.1 5.0 5.8 6.7 

자본의 증가(감소) -724 0 0 0  ROE (%) 7.9 10.0 11.7 13.5 

 배당금의 지급 -222 -216 -215 -215  ROIC (%) 7.5 8.0 9.3 10.5 

기타재무활동 591 -31 -31 -30  부채비율 (%) 96.9 101.3 104.1 102.9 

현금의 증가 -38 18 11 -38  유동비율 (%) 155.9 165.0 169.4 168.1 

기초현금 255 216 234 246  순차입금/자기자본 (%) 49.4 49.4 48.7 48.5 

기말현금 216 234 246 207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8.3 8.9 10.3 11.7 

자료: 쌍용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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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쌍용양회 (003410) 

2021.05.10 매수 9,300 - - 

2021.01.28 매수 8,200 -12.09 -3.66 

2020.02.28 매수 6,900 -19.97 5.07 

2020.02.14 1년 경과 이후 8,300 -42.23 -39.28 

2019.02.14 매수 8,300 -29.36 -15.78 

     

     

       

* 괴리율 산정: 수정주가 적용,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기업 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Trading Buy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악화 

매도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주가하락이 예상   

매수(▲), Trading Buy(■), 중립(●), 매도(◆),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투자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매도 

79.00% 13.00% 7.00% 1.00% 

*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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