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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저탄소 제품 인증의 레미콘 선도기업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테마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테마보고서는 발간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 중이며, 현재 시점에서 해당기업이 속한 산업테마

보고서가 미발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재 NICE평가정보(주)(TEL.02-2124-6822, kosdaqreport@ nice.co.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irtv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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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저탄소 제품 
인증의 레미콘 선도기업 

 ▶ 업계 최초 저탄소 제품 인증 획득으로 매출 성장 기대

 ▶ 전국적 공장 보유 및 우수한 지역 영업망 확보

 ▶ 골재 생산 및 건자재유통을 통한 원활한 레미콘 생산  

유진기업
(023410) 업계 최초 저탄소 제품 인증 획득으로 매출 성장 기대

유진기업은 국내 최대 레미콘 제조업체로 1984년 설립 후, 1994년 코

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유진기술연구소의 25년 이상의 꾸준한 연구개

발 및 품질향상을 통해 업계 최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고, 저탄

소 제품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친환경 제품을 보유한 레미콘 업체이다. 

레미콘은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나, 유진기업의 친환

경 제품은 녹색건축인증 심사 시 가점 혜택이 주어지며, 녹색건축인증 

획득 시 건축물 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건설

경기 침체에도 꾸준한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전국적 공장 보유 및 우수한 지역 영업망 확보 

레미콘은 제품 특성상 제조 후 최대 90분 이내에 건설현장에 타설이 

완료되어야 하는 지역 기반의 산업이다. 유진기업은 계열사인 동양의 

레미콘 공장을 포함하여 수도권 및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 46곳의 공

장을 확보했고 1,500여 대의 레미콘 트럭을 보유해 전국적으로 영업권

을 확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레미콘 출하량 및 운송능력을 보유한 레미

콘 전문기업이다.

골재생산 및 건자재유통을 통한 원활한 레미콘 생산

유진기업은 레미콘 제조 시 주요 원자재인 골재를 수도권 및 이남 지역

에 연간 450만m3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원활한 원자재 공급이 

가능하여 레미콘 원가 절감 및 품질관리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30여 

년간의 레미콘 제조 기술과 건설사와의 돈독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드라이 모르타르, 철재, 시멘트 등 건자재유통을 시작하여 

꾸준히 매출이 증가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성공적인 골재생산을 통해 

건자재 종합 회사로 성장 중이다.

시세정보(1/31)

현재가 4,155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3,215억원

발행주식수 77,310,863주

52주 최고가 8,080원

52주 최저가 4,100원

60일 평균 거래대금 17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350,935주

외국인지분율 10.32%

주요주주

유경선 11.54%

투자지표       (억원, IFRS연결)

구분 2016 2017 2018

매출액 10,746 12,990 14,510 

 증감(%) 20.8 20.9 11.7 

영업이익 967 1,117 1,309 

 이익률(%) 9 8.6 9

순이익 607 858 266 

 이익률(%) 5.7 6.6 1.8 

ROE(%) 9.8 12.3 3.5 

ROA(%) 4.2 3.3 0.7 

부채비율(%) 134.5 396.3 430.0 

유보율(%) 1,726.6 1,939.4 1,930.7 

EPS(원) 894 1,240 325 

BPS(원) 9,133 10,197 10,154 

PER(배) 5.7 4.0 19.2 

PBR(배) 0.6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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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기업현황

레미콘 제조 및 

건자재유통 

전문기업

유진기업은 1984년 6월 레미콘 제조, 건자재유통, 건설산업 등을 목적으로 호우물

산(주)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레미콘 제조 전문기업

이다. 유진기업은 동화기업(주)(골프장 운영업), 유진로텍(주)(골프장 운영업), 유

진에이엠씨(유)(주택 및 상가 임대업), 한국통운(주)(창고 및 운송 서비스업) 등 

19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사를 포함해 유진투자증권(증권, 금융, 

보험), 동양(레미콘), 한국특수형강(제강 제조) 등의 상장사(4개사)와 그 외 비상

장사(49개사) 및 해외현지법인(7개사)을 포함한 총 60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유진

그룹에 소속되어있다.

유경선 회장이 동사 지분 11.54%를 보유하여 최대주주로 올라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8.75%이다. 

[표1] 주요주주 및 관계회사 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관계회사 지분율(%)

유경선 11.54 당진기업㈜ 100.0

유창수 6.85 ㈜지구레미콘 100.0

남부산업㈜ 4.60 현대개발㈜ 100.0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NICE평가정보 재가공

유진기업은 건축구축물에 사용되는 레미콘 제조 산업을 필두로, 레미콘의 주요 원

자재인 시멘트와 골재 등의 건자재 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고 있다[표2].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진기업은 2016년 인수한 동양의 레미

콘 공장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총 46곳과 레미콘 차량 1,500여 대 이상을 보유

하여 양질의 레미콘을 차질없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제품별 매출액은 구축물용 레미콘

(3,890.5억 원, 64.46%), 건자재 유통 (1,930.4억 원, 31.98%), 혼화제(154.0억 

원, 2.57%) 및 골재(60.0억 원, 0.99%)로 확인되어 주된 매출은 레미콘 제품의 

생산 및 판매로 확인된다. 건설소재사업(레미콘, 골재, 혼화제)에 이어 2013년 

신설된 종합건자재 유통사업(철근, 석고보드, 단열재 등 종합건자재 유통)은 

2014년 매출 388.6억 원에서 2018년 1972.8억 원으로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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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유진기업의 주요 제품군

*출처: 유진기업 브로슈어 및 카탈로그,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구분 제품 종류 및 
주요 생산 공장 위치 제품 사진

레미콘

환경성적표지, 저탄소 제품, 
탄소발자국 인증 보유 특수 

콘크리트
(저발열/고강도)

전국 46개 공장

아스콘

고품질 중온형 아스콘
(고내구성, 친환경 포장)

수원, 당진 공장

골재

골재

파주석산, 공주석산, 부산골재 
사업소 등  6곳

건자재유통

철근, 형강, 토목용 말뚝, 목재, 
시멘트, 드라이 모르타르, 
단열재, 보드, 벽돌, 블록, 

바닥재, 타일, 위생설비, 석재 
등 

-

 

유진기업은 전국을 주요 시장으로 레미콘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다. 레미콘과 아스

콘은 주요 원자재중 하나인 골재의 품질과 수급에 따라 단가 및 품질이 좌우되어, 

원활한 주재료 수급을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 이남 지역에 연간 생산량 합계가 

450만m3 이상인 석산, 모래사업소 그리고 혼화제 공장 등을 운영하며 저발열, 고

강도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 및 제조하여 전국에 납품하고 있다. 레미콘 및 건자재

는 건설공사 발주에 영향을 받아, 건설경기 호조로 인해 2017년 최고 실적을 기록

했으나, 2018년부터 건설경기 악화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그림1]. 하

지만, 유진기업의 지속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 제품의 개발 성공은 

녹색건축인증 평가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자재로, 건설업계로부터의 일

정 수준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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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의 연간 

레미콘 출하량 

[그림1] 사업부분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출처: 사업보고서,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유진기업은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발표한 2018년도 국내 레미콘 출하량 실적 기

준 전국 906개 업체 (공장 수 1,066개) 중 665만m3을 출하해 711만m3을 출하

한 단일기업 1위인 삼표산업에 이어 단일기업 2위 실적을 기록했고, 계열사인 동

양의 출하 실적(346만m3)을 포함하여 총 1,012만m3을 출하하며 (공장별 평균 출

하량 37만m3) 레미콘 업계 부동의 1위 기업으로 집계되었다. 

친환경 레미콘 및 

건설소재 연구

 

유진기업의 계열사를 포함한 연간 생산능력은 레미콘 1,152만m3, 골재 450만m3, 

혼화제 1.5만m3으로 3항목의 연간 가동 가능 시간은 2,000시간으로 파악되었다. 

유진기업은 2018년 업계 최초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레미콘 제조 관

련 기술력과 우수한 유통 시스템을 통해 고기능, 고내구성, 친환경성을 보유한 건

설용 레미콘을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차질없이 공급이 가능한 업체이다. 

유진기술연구소는 건설시장의 사회적 요구인 친환경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등 건설소재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국책과

제, 건설사 공동 연구과제, 자체 연구과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

다. 이제 따라, 유진기업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국내 최초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

은 레미콘 제품(25-21-150)이 있으며, 이산화탄소 저감에 이바지하며 친환경 

레미콘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다. 또한, 제품 생산성 향상 및 비용/에너지 절감을 

위한 생산설비의 기계 성능개선,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통합 운영시스템 

신규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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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산업분석

건설업과 밀접한 

지역형 레미콘 

산업 

 

제조업과 운송업 

양면성을 지닌 

레미콘 산업

건설경기 호조 

종료로 레미콘 

수요 감소 전망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 시멘트, 골재(자갈, 모래), 혼화제, 물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KS F 4009에 

따르는 제조법과 품질 검사 등에 따라 프레시 콘크리트(Fresh Concrete) 생산 공장

에서 제조 후, 주행 중 콘크리트의 교반이 가능한 트럭 믹서(Truck Mixer) 또는 에

지테이터 트럭(Agitator Truck)을 이용해 굳지 않은 상태로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콘크리트이다. 레미콘은 건축공사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방산업인 건축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다. 

레미콘은 토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초 교착 자재로서 제품의 응결이 빠른 특성상 

생산 후 60분(최대 90분) 안에 공사현장에 운반이 요구되어 지역성이 강하다. 또한, 

경화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기 전의 제품으로 반제품으로 분류된다. 레미콘은 한

시적 제품 특성으로 인해 수출입이 불가능한 내수산업이며, 제품 특성상 주문 생산 

후 공급하는 형태로 일반 제조업 대비 가동률이 저조하며, 특정 시간 후 상품으로서

의 가치가 사라짐으로, 재고가 존재할 수 없어 수요에 대한 공급이 비탄력적인 특성

이 있다.

레미콘의 최대 수요처인 건설공사는 대부분 도심에서 발생하기에 도시집중형 산업 

모습을 보이며, 국내 건설경기와 관련이 있어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도 

하다. 레미콘 원가 내 운송비용은 15% 내외이며, 레미콘의 KS 규정상 운반 시 90

분 이내에 타설 완료가 요구되어 제조업과 운송업 양면성을 지닌 산업으로 운송능력

과 수송원가의 효율성이 중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레미콘의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와 레미콘 출하금액을 살펴보면 주

로 콘크리트 공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레미콘 원자재인 포틀렌드 시멘트 출하금액

은 2013년 12,357억 원에서 2017년 20,816억 원으로 연평균 13.92% 증가하였고, 

레미콘 출하금액은 2013년 78,177억 원에서 2017년 107,446억 원으로 연평균 

8.27% 증가하였다[그림2].

하지만, 대한건설협회의 2019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에 따르면 2017년 하반

기부터 건설 수주의 감소가 시작되어 2018년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144.4조 원을 나타냈고, 2019년 추가 6.2%가 감소하여 135.5조 원으로 부진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종합적인 국내 건설 수주감소 요인은 공공기관 투자 증가와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한 공공 수주 대비 감소한 주택 부분 중심의 민간 수

주로 판단된다. 레미콘 산업은 전방산업인 건설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한, 해당 산업은 시멘트 가격에 따른 수익성 변동이 큰 산업으로, 후방업체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원자재 조달 안정성과 원가 절감 등 수익성 확대를 위한 모색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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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SOC 투자 

및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일부 

상승세 전망

[그림2] 국내 레미콘 출하금액                                        (단위 : 억 원)

             

*출처: 통계청,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2018년 레미콘 출하실적은 건설경기 하락추세를 반영하여 2017년 대비 9.1% 감소

한 15,850만m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레미콘 수급 전망은 주택 신규 

착공 부진, 수주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7.3% 감소한 14,700만m3로 예상된다

[그림3].

[그림3] 레미콘 출하실적 및 증감률                                 (단위 : 만m3, %)

             

*출처: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협회(2019),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레미콘 산업은 건설사가 주 수요처로, 건설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건설경기는 

주택 중심의 민간 부문의 감속에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성된 보육·복지·문화·공원 등 일상생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형 SOC의 

예산 감소로 인해 2017년 건설호황 이후 감소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SOC 예산이 연평균 4.6% 증가될 계획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건설 관련 

투자도 증가할 예상으로 일부 상승세 전환이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2020 

건설경기 전망’에 의하면, 대형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으로 

총 24조 1천억 원이 투자될‘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2020년부터 발주를 시작

으로, 2021년 이후 발주 증가가 전망된다. 



유진기업(023410)

7

 Ⅲ. 기술분석

용도별 고품질 

레미콘 공급

레미콘 업계 

최초의 저탄소 

제품 인증 획득

레미콘은 조골재의 최대치수, 강도, 슬럼프 등의 특성에 따라 100여 종의 규격으

로 분류가 되며, 골재의 크기(mm), 타설 압축강도(MPa), 반죽 질기(mm)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무근 콘크리트(plain concrete) 등 다양한 

용도의 레미콘이 제작된다. 

규격과 용도에 적합한 시멘트와 골재 사용에 더불어 레미콘은 첨가하는 혼화제에 

따라 응결시간 조절, 고강도 조절, 동결융해 저항 등이 가능하여 용도별 특성 보완

이 필요하다. 

유진기업은 자체적으로 혼화제를 개발하여, 신규 레미콘의 실용화와 품질 안정화에 

앞서 물에 용해가 가능한 칼륨(K), 나트륨(Na), 규소(Si) 등의 무기물을 포함한 

액상 혼화제를 토대로 시멘트 수화 과정 시, 알카리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콘크리트

의 초기강도 증진 및 조절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감수제와 

TEA(Tri-Ethanol-Amine)와 PA(Polyphenol-Amine)이 혼합된 알칼리 이온 

활성화제 등을 통한 저발열형 고강도 콘크리트 조성물 제조에 성공했다. 또한, 포

르말린 등의 유해한 성분을 대체한 카르복실계 복합 조성물을 기반으로 친환경 유

동화제 조성물을 개발하여 유동화 조절이 가능한 친환경 콘크리트 제작 등 고객 

맞춤형 친환경 특수 콘크리트 제조 능력을 보유한 업체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발자국과 저탄소 

제품 지표를 포함한 인증 제도를 통해 저탄소 제품 확산을 위해 해당 제품 사용 

시, 녹색건축인증(G-SEED) 평가에 필요한 자재심사 점수를 추가비용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재산세 완화 등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해당 인증은 제

품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통해 산정되며, 유진기업은 

신규 품질관리 시스템(EURAS) 도입과 보일러 교체공사 등을 통해, 2018년 11

월, 25-24-150 규격의 레미콘 제품에 대한 국내 최초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

했다. 

해당 제품은 최초 인증 시점보다 11.5% 감소한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화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저감에 이바지했다. 환경성적표지, 탄소발자국, 저탄소 제품 3가지 

인증을 모두 보유한 해당 제품은 세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감축을 실현 

중이다. 상기 제품에 이어, 25-21-150 제품의 저탄소 제품 인증과 25-27-150

에 대한 환경성적 인증 등 꾸준한 제품 개발을 통해 현재 총 6종의 레미콘 규격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보유했다[표3]. 환경보호에 더불어, 폭넓은 세제 

혜택으로 인해 유진기업의 레미콘 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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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레미콘 및 

건설소재 연구개발

[표3] 유진기업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현황                                   

제품규격 인증 현황 1단계: 탄소발자국 2단계: 저탄소 제품
25-21-150 저탄소 제품(2단계)

  

25-24-150 저탄소 제품(2단계)
25-27-150 환경성적표지
25-30-150 환경성적표지

25-35-150 환경성적표지
25-50-600 탄소발자국(1단계)

*출처: 유진기업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유진기술연구소는 1995년 업계 최초로 설립된 콘크리트 기술연구소로, 경기도 고

양시 덕양구 소재의 연구소 내 연구개발팀, 공정관리팀, 혼화제팀으로 구성되어 제

품 성능개선, 신제품 개발,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과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해 꾸준히 수행 중이다. 유진기업은 총매출액의 평균 0.11%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100여 건의 연구 수행, 163편의 논문 발표, 39건의 특허등록 및 

업계 최초로 콘크리트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상과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는 등 우

수한 기술개발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진기술연구소는 유진기업의 주력 제품인 레미콘 연구를 중심으로, 아스콘, 생산

공정관리, 혼화제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 중이다. 레미콘의 경우, 날씨의 

영향으로 인한 비수기의 작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겨울철 초기강도 확보, 환경 

보존을 위한 재활용화를 통한 고강도 콘크리트, 투수성, 무수축성, 경량성 등을 보

유한 고기능성 건설소재 연구를 수행한다. 이외, 도로포장재 성능 향상을 위한 아

스콘 연구,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공정관리 연구, 고강도·고성

능 콘크리트를 위한 맞춤형 혼화제 개발도 꾸준히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저탄소 제품 인증을 통한 제품 상용화 외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혼화제를 다량 사용한 High Volume Mineral Admixtures (HVMA) 콘크리

트, 특수 첨가재를 투입하여 기존 아스콘보다 30도 낮은 생산온도 환경에서 생산

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 등이 있다. 또한, 친환경 및 조기 강도용 콘크리트 혼화제

를 사용하여 환경 유해성 저감이 가능한 혼화제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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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온형 아스콘 

생산능력 보유

전국 레미콘, 골재 

공장을 통한 

배급망 구축

탄탄한 영업망을 

통한 건자재유통 

사업 확장

[표4] 연구개발 분야                                       

연구과제 상세

레미콘

초고층 초대형 구조물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 기술
콘크리트의 조기강도 발현 기술

친환경 건설소재 기술
고기능성 건설소재 기술

아스콘
친환경 기술

아스팔트 대체재 개발
생산공정관리 전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산시스템 관리

혼화제 기능성 제품 개발

*출처: 유진기업 사업보고서,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유진기업은 건설용 레미콘 외에도 모래, 자갈 등의 골재를 녹인 아스팔트로 결

합한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asphalt concrete)을 

수원과 당진 공장에서 생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진기업은 친환경 포장

을 통해 유해성 가스 배출이 감소한 친환경 도로건설에 적합한 고내구성의 중

온형 아스콘 생산에 특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동사의 아스콘 제품은 

골재를 별도의 사일로(Silo)에 보관하여 균일한 입도 유지와 이물질 투입을 방

지했고, 임시저장 설비를 보유해 소물량도 상시 납품이 가능한 장점을 보유했

다.

수도권의 골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모래사업소와 파주석산을 운영

하여 안정적인 골재 공급 역량을 보유했고, 이남 지역의 공주석산과 세종크러셔를 

통해 신속히 원료 공급이 가능하다. 유진기업은 계열사 동양의 레미콘 공장 등을 

포함하여 전국 46개 공장과 1,500대의 레미콘 트럭을 보유해 전국적인 배급망을 

구축하여 시장대응이 가능하다. 물류 및 원자재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

라, 우수한 원자재와 30여 년의 노하우를 통해 저탄소 레미콘 인증을 받은 저발열 

·고강도의 특수 콘크리트를 생산 및 전국적으로 보급하며 국내 레미콘 산업의 1

등 기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그림4]. 또한, 자체개발한 차량 관제, 출하관

리, 생산 및 운전관리, 품질관리가 가능한 EURAS(Eugene Remicon 

Automation System)를 도입하여 고품질의 레미콘을 차질 없이 국내 토목, 

건축공사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유진기업은 30여 년간의 레미콘과 아스콘 납품을 통해 건자재 공급 및 유통망

을 통해 2013년 철근 유통을 시작으로, 시멘트(포틀랜드 시멘트, 슬래그 시멘

트, 특수 시멘트, 벌크 시멘트 등), 드라이 모르타르(미장조적, 방바닥 미장용, 

조적 타일 떠붙임, 견출용 등), 벽돌/블록(콘크리트 벽돌/블록, 점토 벽돌, 보

도블록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주요 건축자재를 납품하며 건

자재유통 매출이 꾸준히 성장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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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레미콘 

영업 시스템 

‘M-EUSALES’구축

업계 최초 

스마트팩토리 

MOU 체결

[그림4] 유진기업의 주요 공장 위치           

레미콘 공장 골재 및 혼화제 공장

아스콘 공장

*출처: 유진기업 카탈로그,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유진기업은 IT 환경에 대응하여 레미콘 1위 업체인 동사의 영업 노하우가 반영된 

스마트폰용 모바일 수주 영업 시스템인 ‘유진영업’(M-EUSALES)을 구축하였

다. 해당 영업 시스템은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사

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주, 주문, 출하, 매출, 수금 등 영업 과정이 가능하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현장 영업실무자들의 현장 영업 논스톱 처리를 위해 주문생

성과 변경, 출하, 배차현황 조회 등 레미콘 영업 관련 핵심기능을 탑재하여 업무 

효율성 및 영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상기 언급된 생산공정관리 연구의 연장선으로, 유진기업은 2018년 레미콘 생산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인 리버티 시리즈로 널리 알려진 리버티 사(일

본)와 ‘레미콘 공장 스마트팩토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어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자동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팩토리

는 축적된 레미콘 생산 데이터를 통해 자동생산부터 품질 예측이 가능하여 원가 

절감, 공장 운영 효율성 및 출하시간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스마트팩토리는 유진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중이며, 2022년 기술개발을 완료 후 공장

에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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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재무분석

수익성 하락

안정성 지표는 

무난한 수준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4,510억 원으로 2017년 1조 2,990억 원 대비 

11.7% 증가하였다. 2017년 매출액 증가율은 20.9%로 성장률은 하락하였으나 양

호한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2016년 9.0%에서 2017년 

8.6%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9.0%로 회복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연

간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9년 3분기 매출액은 1조 8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6%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8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 267억 원 

대비 감소하면서 수익성은 하락하였다. 레미콘 수급상황에 따라 판매단가가 소폭 

상승하나 모래, 시멘트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수익성은 하

락하였다. 수도권 레미콘 시장 내 최상위권 지위를 기반으로 양호한 사업안정성이 

유지되면서 주력 매출실적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전방산업인 건설 경기 변

동에 대한 실적민감도가 높아 실적의 하향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부채비율은 430.04%, 차입금의존도는 18.28%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였

으나 ㈜유진저축은행의 예수부채의 증가로 인한 부채계정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96.50%, 차입금의존도 34.56%로 타인자본 비중은 

낮으나 차입금 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2019년 3분기 별도 기준 부채비율 

83.31%, 차입금의존도 31.79%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되면서 무난한 수준이었

다. 

[표5] 제품별 매출 추이 변화(별도) (단위 : 백만원, %)

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레미콘 594,550 83.86 614,320 75.17 552,357 70.73 391,791 64.91

건자재 98,193 13.85 183,871 22.50 197,284 25.26 193,042 31.98

건설 765 0.11 768 0.09 714 0.09 433 0.07

기타 15,490 2.18 18,311 2.24 30,633 3.92 18,311 3.03

합계 708,998 100.00 817,270 100.00 780,987 100.00 603,577 100.00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

[표6]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하나금융투자

Buy 12,000원 2019.02.12

·수도권 중심의 레미콘 업체라는 점에서, 향후 3기 신도시와 

GTX로 대변되는 개발의 시대에 건자재 중 최 수혜 업종이 될 것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제품 특성상, 레미콘은 특정 지역마다 과

점적 공급이 되므로 가격 결정력이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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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주요 이슈 및 전망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 예상 

M-EUSALES 및 

스마트팩토리 기반 

성장 기대

유진기업은 30년 이상의 연구 경험, 전국 46곳의 공장과 1,500여 대의 레미콘 운

송 트럭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레미콘 제조업체이다. 60분 이내 건설현장에 

운송이 완료되어야 하는 수송능력이 중요한 레미콘 업체로 전국적인 유통망과 품

질을 통해 선도 업체로 자리 잡았다. 유진기업은 업계 최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고, 이후 25-24-150 규격의 제품을 통해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유일

한 업체로 성장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며 친환경 레미콘 개발 및 상용화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특히, 녹색건축인증(G-SEED) 평가 시 가점이 추가,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 덕분에 전방사업인 국내 건설경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

들의 꾸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레미콘 생산 시 주재료인 골재 및 혼화제의 직접 생산이 가능하며, 30여 년

의 레미콘 사업 역량과 전국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철근, 시

멘트, 드라이 모르타르, 벽돌 등의 다양한 건자재유통을 시작하여 꾸준한 매출 

상승세를 통해 레미콘 전후방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유진기업은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레미콘 제품의 품질개선 및 저탄소 레미콘 

제품을 개발을 통해 이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을 39건과 논문 163편을 확보하여 우

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 기술에 대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

고 있으며, 고객사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차량 

관제 및 출하관리가 가능한 EURA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영업 시스템인 

M-EUSALES를 통해 효율적으로 영업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일본 리버티 사와 레미콘 공장 스마트팩토리 개발을 위해 MOU를 체결하

여 2022년 모든 공장 공정의 자동화, 품질예측관리, 자율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향후, 우수한 기술력 및 효율적인 공정관리 기반의 사업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성장 등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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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Annual) (단위:� 백만원,� IFRS연결)

2016.12 2017.12 2018.12

매출액 1,074,646� 1,299,042� 1,451,043�

� � � 증가율(%) 21� 21� 12�

매출원가 893,693� 1,083,925� 1,178,361�

매출총이익 180,953� 215,118� 272,682�

판매비와관리비 84,267� 103,397� 141,819�

� � � 인건비 47,333� 58,012� 78,991�

� � � 일반관리비 28,209� 35,168� 44,363�

� � � 판매비 7,202� 8,748� 13,014�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1,523� 1,469� 5,451�

영업이익 96,686� 111,721� 130,862�

� � � 영업이익률(%) 9� 9� 9�

� � � 영업외수익 39,970� 61,739� 46,004�

� � � � � � 금융수익 2,604� 2,875� 2,780�

� � � 영업외비용 54,832� 43,209� 127,340�

� � � � � � 금융비용 22,966� 27,543� 38,784�

세전계속사업이익 81,823� 130,251� 49,526�

� � � 법인세비용 21,129� 41,309� 21,687�

� � � 계속사업이익 60,695� 88,942� 27,839�

� � � 중단사업이익 　 (3,151) (1,257)

당기순이익 60,695� 85,791� 26,582�

� � � 순이익률(%) 6� 7� 2�

기타포괄손익 (678) (4,127) (4,656)

총포괄이익 60,016� 81,664� 21,926�

포괄손익계산서� (Quarterl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IFRS연결)

2017.4Q 2018.1Q 2018.2Q 2018.3Q 2018.4Q 2019.1Q 2019.2Q 2019.3Q

매출액 391,959� 335,018� 377,176� 358,860� 379,989� 338,452� 398,190� 344,745�

매출원가 322,393� 284,291� 298,762� 285,187� 310,121� 283,046� 325,462� 282,669�

매출총이익 69,567� 50,727� 78,414� 73,673� 69,868� 55,407� 72,729� 62,077�

판매비와관리비 36,431� 34,057� 32,444� 33,638� 41,680� 35,927� 34,521� 34,148�

� � � 인건비 20,916� 20,119� 17,468� 18,267� 23,137� 20,212� 19,527� 20,072�

� � � 일반관리비 12,015� 10,469� 11,211� 11,213� 11,469� 11,855� 10,493� 11,463�

� � � 판매비 3,257� 3,789� 3,080� 2,947� 3,198� 3,276� 3,417� 3,863�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243� (320) 684� 1,211� 3,875� 585� 1,084� (1,250)

영업이익 33,136� 16,669� 45,970� 40,035� 28,188� 19,479� 38,207� 27,928�

� � � 영업외수익 40,385� 11,578� 8,440� 6,648� 18,583� 5,609� 14,047� 8,806�

� � � � � � 금융수익 1,584� 589� 719� 663� 808� 634� 441� 493�

� � � 영업외비용 16,580� 19,928� 17,675� 13,141� 75,841� 11,673� 13,149� 13,179�

� � � � � � 금융비용 8,921� 9,358� 9,445� 9,884� 10,097� 10,310� 10,322� 10,040�

세전계속사업이익 56,941� 8,319� 36,735� 33,543� (29,070) 13,415� 39,106� 23,555�

� � � 법인세비용 12,466� 3,640� 7,846� 8,256� 1,946� 5,807� 12,831� 5,858�

� � � 계속사업이익 44,474� 4,679� 28,889� 25,287� (31,016) 7,608� 26,275� 17,697�

� � � 중단사업이익 (3,151) (1,257) 　 　 　 　 　 　

당기순이익 41,323� 3,422� 28,889� 25,287� (31,016) 7,608� 26,275� 17,697�

기타포괄손익 (914) 125� (25) (360) (4,396) (354) 1,402� 819�

총포괄이익 40,409� 3,547� 28,864� 24,927� (35,412) 7,254� 27,677� 1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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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Annual)� � � � � � � � � � � � � � � (단위:� 백만� 원� IFRS연결) 현금흐름표� (Annual)� � � � � � � � � � � � � � � (단위:� 백만� 원� IFRS연결)

2016.12 2017.12 2018.12 2016.12 2017.12 2018.12

유동자산 408,607� 473,641� 467,444� 영업활동�현금흐름 108,529� 48,099� 76,428�

� � � 현금및현금성자산 72,137� 108,814� 153,522� � � � 당기순이익 60,695� 85,791� 26,582�

� � � 단기투자자산 337� 7,082� 376� � � � 현금유출없는비용 93,722� 117,843� 259,628�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07,316� 332,875� 293,127� � � �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3,148� 14,281� 14,205�

� � � 재고자산 5,874� 7,153� 9,725� � � � � � 무형자산상각비 1,559� 1,330� 1,693�

� � � 기타비금융자산 22,940� 17,692� 10,680� � � � 현금유입없는수익 38,100� 119,249� 299,649�

비유동자산 1,110,996� 1,152,954� 1,250,780� � � � 자산부채변동 4,589� (47,853) (93,882)

� � � 유형자산 419,362� 426,805� 426,992� � � � � � 매출채권의�감소 (34,142) (66,926) 28,910�

� � � 무형자산 40,181� 49,570� 71,045� � � � � � 재고자산의�감소 (337) (1,279) (4,609)

� � � 장기투자자산 426,695� 460,180� 455,842� � � � � � 매입채무의�증가 25,351� (24,097) (37,657)

� � � 장기매출채권등 10,943� 14,617� 9,691� 투자활동�현금흐름 (177,613) (234,847) (27,467)

� � � 이연법인세자산 17,590� 7,468� 15,349� � � � 투자활동�현금유입 88,640� 98,847� 94,123�

� � � 기타비금융자산 7,206� 1,021� 1,014� � � � � � 유무형자산의감소 864� 2,723� 4,123�

자산총계 1,519,603� 3,688,411� 4,135,331� � � � � � 투자자산등의감소 7,596� 89,257� 73,102�

유동부채 769,116� 657,316� 800,959� � � � 투자활동�현금유출 266,252� 333,693� 121,589�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66,329� 262,362� 217,880� � � � � � 유·무형자산의�증가 21,469� 38,228� 25,019�

� � � 유동차입부채 478,611� 374,568� 564,313� � � � � � 투자자산등의�증가 180,806� 283,130� 96,471�

� � � � � 단기차입금 379,602� 290,571� 307,782� 재무활동�현금흐름 24,359� 251,440� 23,549�

� � � � � 유동성장기부채 92,009� 83,998� 256,531� � � � 재무활동�현금유입 832,563� 902,079� 435,809�

� � � 기타비금융부채 9,203� 9,494� 10,278� � � � � � 유동부채의�증가 749,315� 427,711� 319,554�

� � � 단기충당부채 1� 347� 417� � � � � � 비유동부채의증가 82,748� 288,785� 116,255�

비유동부채 102,491� 298,309� 234,037� � � � � � 자본의증가 　 185,583�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144� 1,434� 5,215� � � � 재무활동�현금유출 808,204� 650,638� 412,260�

� � � 비유동차입부채 75,651� 273,658� 191,666� � � � � � 유동부채의�감소 778,753� 612,555� 366,132�

� � � � � 사채 43,971� 57,000� 26,952� � � � � � 비유동부채의�감소 1,691� 4,759� 9,153�

� � � � � 장기차입금 31,680� 216,658� 164,714� � � � � � � 자본의감소 　 　 35�

� � � 기타비금융부채 　 1,862�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 (44,724) 64,692� 72,510�

� � � 퇴직급여채무 12,310� 13,597� 15,437� � � � 기초�현금 116,867� 72,137� 136,760�

� � � 장기충당부채 5,974� 7,736� 16,701� � � � 기말�현금 72,137� 136,760� 209,304�

부채총계 871,606� 2,945,226� 3,355,138�

지배주주지분 633,104� 728,375� 756,556�

� � � 납입자본 37,000� 37,751� 38,561�

� � � � � � 자본금 37,000� 37,751� 38,561�

� � � 이익잉여금 194,930� 282,477� 295,568�

� � � 기타자본구성요소 401,174� 408,147� 422,427�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371) (8,168) (18,667)

� � � � � 기타자본구성 406,545� 416,315� 441,094�

비지배주주지분 14,892� 14,810� 23,638�

자본총계 647,996� 743,184� 78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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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투자지표

(IFRS연결) 2016.12 2017.12 2018.12

주당지표(원) 　 　 　

� � � EPS 894� 1,240� 325�

� � � BPS 9,133� 10,197� 10,154�

� � � DPS 150� 150� 150�

Valuation(배) 　 　

� � � PER 5.7� 4.0� 19.2�

� � � PBR 0.6� 0.5� 0.7�

� � � EV/EBITDA 7.7� 7.1� 7.4�

성장성(%) 　 　

� � � 매출액증가율 20.8� 20.9� 11.7�

� � � 영업이익증가율 78.3� 15.6� 17.1�

� � � 총자산증가율 9.8� 142.7� 12.1�

수익성(%) 　 　

� � � ROE 9.8� 12.3� 3.5�

� � � EBITDA� margin 10.4� 9.8� 10.1�

� � � 배당수익률 2.7� 2.8� 2.3�

안정성(%) 　 　

� � � 부채비율 134.5� 396.3� 430.0�

� � � 이자보상배율(배) 4.2� 4.0� 3.4�

� � � 유보액/총자산비율 42.0� 19.9� 18.0�

활동성(%) 　 　

� � � 총자산회전율 0.7� 0.5� 0.4�

� � � 매출채권회전율 4.3� 4.7� 5.0�

� � � 재고자산회전율 188.1� 199.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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