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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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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제관(004780)
독자적인 신기술 및 제품 차별화를 통한 제관산업 분야 선도기업

기업정보(2022/01/18 기준)

대표자 박봉국, 박봉준

설립일자 1966년 12월 24일

상장일자 1994년 12월 29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금속 캔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주요제품
일반관, 연료관, 
에어로졸관 등

시세정보(2022/01/18 기준)

현재가(원) 5,18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824

발행주식수(주) 15,903,199

52주 최고가(원) 8,720

52주 최저가(원) 4,565

외국인지분율 5.66%

주요주주
박봉국, 박봉준, 

박건영, (주)맥선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충전 포장 기업

(주)대륙제관은 1966년 12월 법인전환하였고, 1989년 4월 현 상호로 변경

하였으며, 1994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2021년 9월 말 기준, 4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관, 연료관, 일

반 에어로졸관 및 연료관에 부착되는 캡 등의 사출물, 각종 제관 기계 제작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국내 에어로졸캔 시장, 연평균 2.53% 성장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은 최근 캠핑 및 레저 문화의 확산으로 개별 소비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개별 소비자들의 높은 수준에 따라 제

품 용기 구조, 가스 성분 등의 차별화와 그에 따른 제품의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내 에어로졸캔 출하금액은 2014년 3,298억 원에서 2018년 3,645

억 원으로 연평균 2.53% 증가하였으며, 동일한 성장률을 적용 시 2023년에

는 4,131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폭발방지 부탄가스, 환관 형태의 하이브리드 용기 개발

(주)대륙제관은 2009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폭발방지 특허기술인 

CRV(Countersink Release Vent)가 적용된 맥스 부탄가스를 출시하였는데,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

또한, 환관 형태의 하이브리드 용기는 플라스틱 동체(PP, HDPE)에 라미네

이트(laminate) 코팅된 금속 뚜껑 결합부로 구성되어 있어 금속 용기에 대

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1L, 4L 환관과 동일한 사용성을 제

공하여 자동차 보수용 수성 도료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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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63 -0.39 56 2.86 36 1.85 3.56 2.38 45.71 228 6,517 21.58 0.76

2019 1,973 0.48 84 4.24 54 2.72 5.10 3.48 47.39 337 6,719 12.48 0.63

2020 2,122 7.57 157 7.42 120 5.68 10.79 7.37 45.43 757 7,316 6.23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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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특허경영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다각화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다수 지식재산권 보유 

  - 휴대용 가스용기의 안전밸브, 가스 용기용 캡 등

■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차별화로 경쟁력 확보

■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5

핵심기술

■ CRV(폭발방지구조 고압용기) 기술 개발    

■ 2 Piece Flexible Spout 개발

적용제품

■ 일반관 ■ 에어로졸관

매출실적

■ 주요 제품별 매출비중(2021년 3분기 누적)

시장현황

시장 내 경쟁력

■ 일반관 부문 : 국내시장의 약 60% 이상 차지

  - 대형정유사, 페인트 제조회사와 장기공급계약

■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의 안정성 향상과 소비자 보호

■ 내수시장의 성장 한계에 대비하여 해외시장 개척

  -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최근 변동사항

맥스 부탄가스 매출 확대 기대

■ 2023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 폭발방지 기술인 CRV 기술과 Triple Seam 공정이

   적용된 맥스 부탄가스 공급

하이브리드 용기 개발

■ 자동차 보수용 수성페인트를 타깃으로 복합 소재로

   구성된 환관 형태의 하이브리드 용기 개발

■ 금속 용기의 부식에 대한 우려 차단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SG Issue Action

- 에너지·온실가스 이슈는 많지 않은 편

- 원부자재(석판, 가스, 스파우트 등)의 환경이슈 

발생 가능성 있음

- ESG 경영 세계적 이슈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 환경 및 안전보건 자체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로 

  친환경 생산과 소비에 기여

- ESG 동향조사, 도입시기, 조직구성 등 검토

- 장비 특성상 높은 신뢰성과 품질안정성 요구

- 조직문화,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 기술보호, 유출 및 정보보안

-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 강소기업 인증 보유

-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

-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

- 부패방지 및 내부고발

- 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성 확보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투명한 제도

- 소통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지속 업데이트

-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활동 적극적인 공개

- 연구 자율성 보장과 꾸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직체계 확립으로 산업 성장과 혁신에 기여

한국기업데이터(주)의 ESG 평가항목 기반 자체 데이터, 언론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통해 Issue와 Action을 구성하고 이를 SDGs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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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현황

 독자적인 신기술 및 제품 차별화를 통한 제관산업 분야 선도기업

동사는 금속 용기, 에어로졸관, 휴대용 부탄가스 등 다양한 제관용 부품을 제조하여 국내 제관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 회사 개요

(주)대륙제관(이하‘동사’)은 1958년 4월 대륙제관공업사로 개업한 후, 1966년 12월 대륙제

관공업(주)로 법인전환하였고, 1989년 4월 현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1994년 12월 코스닥시장

에 상장한 후, 1995년 6월 (주)대양정공을 흡수합병하였다.

2021년 9월 말 기준, 4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관, 연료관, 일반 에어로졸관 및 

연료관에 부착되는 캡 등의 사출물, 각종 제관 기계 제작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

다.

[그림 1] 동사 조직도

*출처 : 동사 IR 자료,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대표이사 정보

동사는 박덕흠 회장의 조카인 각자대표이사 박봉국, 박봉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각자대표이

사 박봉국은 1993년 1월부터 동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4월 대표이사로 취임

하여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동사 경영을 총괄하고 있고, (주)대양코리아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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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이사 박봉준은 2003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동사 경영을 총

괄하고 있는 등 동사의 대표이사 2인은 핵심 사업에 있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각자대표이사 박봉국으로 7.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 각자대

표이사 박봉준은 5.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3.97%

인 점을 고려할 때 동사의 지배구조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1] 지분율 5% 이상 주식소유 현황

성명 대표이사와의 관계 주식 수(주) 지분율(%)

박봉국 본인 1,206,410 7.59

박봉준 제 882,880 5.55

박건영 사촌동생 837,267 5.26

(주)맥선 - 970,000 6.10

계 3,896,557 24.50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1년 9월)

■ 주력 사업 분야

동사는 일반관, 에어로졸관과 같은 금속 용기와 휴대용 부탄가스를 생산하는 제관 및 충전 사업

을 단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윤활유관, 페인트관, 식용유관 등으로 대표되는 일반관과 

연료관이라 불리는 휴대용 부탄가스, 일반 에어로졸관이라 불리는 헤어스프레이관, 스프레이식 

살충제관 등과 연료관에 부착되는 캡 등의 사출물, 각종 제관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은 일반관, 에어로졸관 등이 있으며, 2020년 별도 기준, 주요 제품별 매출 비

중은 에어로졸관 66.19%, 일반관 30.10%, 기타 3.71%이다.

[표 2] 주요 제품별 매출 현황(2020년) (단위 : 억 원)

품목 구체적 용도 매출액 비율(%)

일반관 윤활유관 등 639 30.10

에어로졸관 헤어스프레이 등 1,404 66.19

기타 기타 79 3.71

계 2,122 100.00

*출처 : 동사 사업보고서(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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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장 동향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차별화에 대한 중요성 강화

제관산업은 새로운 용기 구조와 다양한 주입구를 통한 기능의 차별화가 새로운 시장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어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차별화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 제관산업 개요 및 특징

제관이란 알루미늄 혹은 주석도금강판 등의 금속제 박판을 주재료로 하여 윤활유, 페인트, 식용

유, 기능성 액체나 기체, 연료 등과 같은 각종 내용물을 충전하여 담거나 포장, 운반, 보관할 수 

있는 금속 포장용기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 용도에 따라 식관, 일반관, 에어로졸관 등으로 분류되어지는데, 식관은 흔히 캔 음료수 용기

를 말하고, 일반관은 윤활유관, 페인트관, 식용유관 등을 말하며, 연료관 및 에어로졸 관은 휴대

용 부탄가스와 헤어스프레이 등과 같은 기능성 액체나 기체를 압축, 충전하는 스프레이 용기 등

을 말한다.

국내 제관업은 주로 최종 소비재를 판매하는 주문처의 요구에 따라 색상, 크기, 도금 방법, 코

팅 방법, 색상 등이 결정되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하고 있다. 즉, 윤활유, 페인트, 식용유 등

의 원료를 충전하여 보관, 운반, 판매하거나 용기에 기능성 기체 또는 액체를 충전하여 헤어스

프레이나 휴대용 부탄가스, 스프레이식 살충제 등의 최종 소비재를 판매하는 회사의 요구에 따

라 용기의 크기, 도금 방법, 색상 등이 결정되어 납품되어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금속용기에 충진되는 물질을 누출 없이 잘 보관하고, 용기 자체가 부식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

부, 휴대용 부탄가스의 경우는 내·외부 압력상승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없는지 여부가 중요한 

경쟁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표 3] 대표적인 제관 제품

일반관 에어로졸관 연료관

*출처 : 동사 홈페이지

■ 국내 제관산업의 구조와 성장 추이

제관산업의 수요는 일반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소분형 제품의 증가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

화하고 있으며, 다층적재(Necked-In) 등의 새로운 용기 구조와 다양한 주입구를 통한 기능의 

차별화가 새로운 시장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차별화에 대한 중요

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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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어로졸 시장은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급변하는 역동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꾸준히 성장해왔고,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살

충제 용기와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에 적용되면서부터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에어로졸 시장의 경우, 과거 살충제를 중심으로 일부 생활용품과 산업용품 등에 그 수요가 한정

되어 있었으나, 소득 수준 증가와 소비증가로 인해 다양한 생활용품과 화장품 등의 고기능성 제

품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은 2000년 이후 연간 2억 여 관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캠핑 및 레저 문화의 확산으로 개별 소비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에 있으며, 개별 소비자들의 높은 수준에 따라 제품 용기 구조, 가스 성분 등의 차별화와 그

에 따른 제품의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 2020년 국내 금속 캔 판매량, 전년 대비 1.71% 증가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금속 캔 판매량은 83억 3,300만 관으로, 

2019년 판매량 81억 9,300만 관보다 1억 3,700관 가량 늘어나 2019년 다소 줄어들었던 실

적이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표 4] 금속 캔 판매실적 비교(내수, 수출 포함) (단위 : 백만 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음료관

알루미늄 2PCS

맥주관 1,811 1,927 1,880 1,616 1,702

탄산관 1,748 1,882 1,616 2,184 2,184

커피관 864 833 804 920 697

기타 1,799 1,651 1,675 2,083 1,519

스틸

2PCS

맥주관 - - - - -

탄산관 - - - 5 -

커피관 312 603 265 50 285

기타 186 271 225 188 197

3PCS

탄산관 - - - - -

커피관 - 25 19 13 -

기타 44 38 29 20 29

통조림관

농산물 43 44 34 31 24

수산물 506 405 457 497 516

축산물 267 291 305 294 297

분유관 분유 33 26 25 26 24

미술관 제약관 및 기타 3 3 2 2 3

에어로졸관 에어로졸, 부탄 599 615 629 660 679

일반관 0.5~20L 196 192 199 190 177

총 계 8,409 8,369 8,429 8,193 8,333

*출처 :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2020년),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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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은 완벽한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컵을 알루미늄 캔으로 교체하여 환

경 부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반이 쉽고,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여 알루

미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에어로졸캔 시장, 연평균 2.53% 성장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에 따르면, 국내 에어로졸캔 출하금액은 2014년 

3,298억 원에서 연평균 2.53% 증가하였으며, 동일한 성장률을 적용 시 2023년에는 4,131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에어로졸캔 시장은 동사를 포함하여 (주)태양, 오제이씨(주)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조

업체 대부분은 수요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OEM 방식의 생산구조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에어로졸캔 제조업체는 대부분 수요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OEM 방식의 생산구조로 제품

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방산업의 종속성이 강해 전방산업의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림 2] 국내 에어로졸캔 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한국신용정보원(2020년),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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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기술분석

지속적인 기술혁신 기반의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진입 장벽 구축

동사는 다양한 종류의 제관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제관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을 통한 가치창조, 기술력 고도화를 통한 경쟁우위 선점, 전문화 및 특성화된 전문팀을 통

한 연구역량을 향상한다.

■ 금속 포장재 기술의 개요 및 특징

금속은 일반적으로 뛰어난 연성으로 가공이 용이해 다양한 형태의 포장재로 활용되고 있으나, 

플라스틱에 비해 원재료의 가격이 비싸고, 가공비용이 높아 강도(내압성), 차광성, 밀봉성 등 

금속의 고유 물성이 꼭 요구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다.

금속 포장재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 원형, 각형, 타원형, 말발굽형, 18L 캔 등으로 분류할 수 있

고, 대표적인 소재로는 알루미늄, 강철, 크롬 등이 있으며, 알루미늄과 강철은 주로 금속 포장재

를 구성하는 주요 원재료로 사용되고, 주석, 크롬 등은 포장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금처

리하는 소재로 사용된다.

금속 포장재의 성형은 프레스, 용접 등의 일반적인 금속 가공 공정이 적용되며, 특별히 캔 형태

의 가공에는 용접 방식과 드로잉 방식의 두 가지 가공 방법이 적용되고, 캔은 3-Piece CAN과 

2-Piece CAN 두 가지로 분류된다. 

스틸캔은 대부분 3-Piece CAN 형태로 제조되며, 위, 아래 뚜껑 부분은 원형으로 절단하고, 옆

면은 원통형으로 말아 용접 또는 접착으로 밀봉하며 절단과 용접의 간단한 공정으로 제작된다. 

알루미늄캔은 대부분 2-Piece CAN 형태로 제조되며, 원형으로 절단한 알루미늄 소재를 다이

에 고정하고, 금속 봉을 밀어 넣어 압착하여 성형하는 드로잉 공법으로 제작된다.

[표 5] 금속 포장재 공정 흐름도

3-Piece CAN 2-Piece CAN

*출처 : Toyo Seka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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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 기술경쟁력

동사는 4L, 18L, 20L 등 다양한 용량의 윤활유관, 페인트관, 식용유관, 과당관 등 일반관의 경

우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선점하고 있는 선두기업으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 내

수 거래처로는 SK(주), GS칼텍스(주), S-OIL(주) 등의 대형 정유회사와 강남제비스코(주), 

(주)노루페인트, (주)케이씨씨 등의 대형 페인트 제조회사와 이들 회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서 주문을 받고 있다.

특히, 18L 각관의 경우에는 장난감 블록을 쌓는 것처럼 각관을 쌓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캔의 

상단을 곡선으로 처리하는 다층적재(Necked-in) 캔을 상용화하여 적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

키고 있다.

또한, 페인트관, 윤활유관 등에 담긴 내용물을 쉽고 정확하게 따를 수 있도록 주입구 마개가 이

단 접이가 가능한 형태로 만든 이단 굴신부를 구비한 스파우트 캡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스파우트 캡의 최외곽 직경 및 전체 조립 높이를 기존의 규격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용

기에 담긴 내용물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굴신부를 이단으로 구성하여 유출공의 높이를 2배 이상 

높임으로써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다른 용기로 옮겨 담을 시에 정확하게 주입할 수 있다.

[표 6] 일반관

페인트관 식용유관 윤활유관

*출처 : 동사 홈페이지

■ 에어로졸관 기술경쟁력

에어로졸관은 알루미늄 혹은 주석도금강판 등의 금속제 박판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금속 포장

용기 중 휴대용 부탄가스와 헤어스프레이 등과 같은 기능성 액체나 기체를 압축, 충전하기에 적

합하도록 제조된 스프레이 용기이다.

동사가 생산하는 산업용품, 자동차용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에어로졸관

의 경우에는 동사를 포함하여 (주)승일, 오제이씨(주) 등 3개 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동사는 높은 수준의 품질과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자동차용품에 사용되는 에어로졸관의 경우에 사용 목적에 맞는 다양한 캡, 액추에이터 등을 직

접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고,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용 목

적에 맞는 용기 직경, 용량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에어로졸 살충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관은 용량, 디자인, 휴대성을 위해 다양한 사이즈

로 생산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을 위한 라벨용 공관, 인쇄관으로 나뉘고, 수성 원액을 위한 방청 

공정 적용이 가능하며, 원액 개발에서부터 공관 생산, 내용물 충전, 부자재 개발 및 수급, 대관 

업무에 이르는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대륙제관(004780)

10

[표 7] 에어로졸관

산업용품 자동차용품 생활용품

*출처 : 동사 홈페이지

■ CRV(Countersink Release Vent)가 적용된 휴대용 부탄가스 기술경쟁력

동사는 외부의 충격 및 용기 내부 압력 상승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는 CRV(Countersink 

Release Vent, 폭발방지구조 고압용기)라는 독자적인 신기술을 개발 및 도입하여 휴대용 부탄

가스 용기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CRV가 적용된 부탄가스는 용기 상단에 12개의 점형상 가스배출구가 장치되어 있고, 블루 계통

의 방청도료로 보호되고 있는데, 이는 가스배출구의 오염이나 손상을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 

일반 부탄가스와 손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충전된 가스의 주로 외부 열원에 의한 과압으로 인한 용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며, 용기 내부 압력이 폭발 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가스배출구를 통해 과압 가스를 배출시

켜 용기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동사의 부탄가스 용기는 CRV와 Triple Seam 구조가 적용되어 가스 방출 중에도 용기의 폭발

은 완벽히 방지되므로 침착하게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이불 등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손

쉽게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동사는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최초인정일 : 1997년 6월 11일), 인정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

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연구소장 1명, 담당 임원 1명, 연구원 11명이 용기(캔)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새로운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데, 동사의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평균은 0.53% 수준으로, 기초 기술 개발, 개량 

기술 개발의 성과를 통해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표 8] 연구개발투자비용 (단위 : 백만 원, %)

과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분기

연구개발비용 계 1,022 1,084 1,231 836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 당기매출액 × 100]
0.5 0.5 0.6 0.5

*출처 : 동사 사업보고서(2020년), 분기보고서(2021년 9월)



대륙제관(004780)

11

[표 9] 주요 연구개발 실적                                            

아이템 내용

2 Piece Flexible Spout 사용이 편리한 식용유 마개

2 WAY 신규 에어로졸 캡 위조방지기능 및 잔량가스배출기능 적용

일반캔 신규 스파우트 내압을 견디며 Flexible하게 사용 편한 마개

먼지 유입 및 냄새 제거용 봉함 결합 및 탈착이 용이한 변형방지 봉함

산소캔 전용 Spray Cap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안한 산소흡입기능

신규 Camping Gas CAP 밸브를 보호하고 탈착이 용이한 캡 개발

Flexible Spout 내압에 견디는 기능성 스파우트

P형 중구 스파우트 금속용기에 적용하는 마개로 조립성과 기밀성을 개선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표 10] 주요 지식재산권 취득 현황

구분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권

10-2320996 휴대용 가스용기의 압력감지식 안전밸브

10-2270471 보관 및 탈착이 용이한 연장 노즐

10-2142468 휴대용 가스용기의 폭발방지를 위한 유로차단식 안전밸브

10-2087334
휴대용 가스용기의 폭발방지를 위한 유로차단 기능이 강화된 형

상기억합금을 이용한 안전장치

10-2092874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해 밸브하우징의 유로를 폐쇄하여 휴대용 

가스용기의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10-1912704 휴대용 가스용기의 유로차단식 안전밸브

10-1963193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휴대용 가스용기의 유로차단식 안전장치

10-1743614 분리형 가스 배출장치를 갖는 가스 용기용 캡

실용신안권 20-0473727 캔 용기용 마개의 결합 구조물

*출처 : 특허청,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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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무분석

제품 다각화, 해외시장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매출 및 시장점유율 유지 기대

동사는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용도의 개발 등을 통해 거래처의 확보와 매출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다.

■ 신기술 개발 및 도입으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 신장

동사는 1996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윤활유관, 페인트관, 식용유관 등으로 대표되는 일반관과 

연료관이라 불리는 휴대용 부탄가스, 일반 에어로졸관이라 불리는 헤어 스프레이관, 스프레이식 

살충제관 등과 연료관에 부착되는 캡 등의 사출물, 각종 제관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동사의 휴대용 부탄연료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맥스 CRV, 퍼펙트, 세이프 등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여 (주)맥선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주)대양코리아의 인수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동사는 외부의 충격 및 용기 내부 압력 상승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는 CRV(Countersink 

Release Vent)라는 독자적인 신기술을 개발 및 도입하여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의 안정성을 향

상시킴으로써 꾸준한 매출 상승과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1,963억 

원, 2019년 1,973억 원, 2020년 2,122억 원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영

업이익(영업이익률)은 2018년 56억 원(2.86%), 2019년 84억 원(4.24%), 2020년 157억 원

(7.42%)으로 증가세에 있다.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7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3% 증가하였으나, 영업이

익(영업이익률)은 69억 원(4.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억 원(2.15%p) 감소하였는데, 이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3]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K-IFRS 별도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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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재무구조 견지 

동사의 총자산은 2019년 말 1,575억 원에서 2020년 말 1,692억 원으로 7.43% 증가하였고, 

2021년 3분기 말 1,766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2018년 말 45.71%, 2019

년 말 47.39%, 2020년 말 45.43%이고, 유동비율은 2018년 말 234.47%, 2019년 말 

248.51%, 2020년 말 269.46%이다. 2021년 3분기 말 부채비율은 46.57%, 유동비율은 

265.62%로 동사의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K-IFRS 별도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현금창출능력 보유

동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2019년, 2020년 정(+)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동사의 투자

활동현금흐름은 유형자산 취득 등으로 2019년, 2020년 연속 부(-)의 흐름을 나타내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차입금 상환 및 배당금 지급 등으로 2019년, 2020년 연속 부(-)의 흐름

을 나타내었다. 동사는 2019년 12.7억 원, 2020년 15.9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주가치 

환원 및 사업에 대한 책임경영을 보이고 있다.

2021년 3분기 누적 현금흐름을 볼 때, 동사는 기존 보유현금 및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현금으

로 투자와 부채 상환 등에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기초 대비 85억 원 감소한 23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5] 현금흐름 분석 [K-IFRS 별도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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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고품질 제품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매출 확대

동사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 강화하고 

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동사 제품들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

다.

■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의무화에 따른 맥스부탄가스 매출 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부탄캔에 파열방지기

능을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2022년부터는 부탄캔 전면에 파열방지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

였다.

이에 동사는 2009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폭발방지 특허 기술인 CRV가 적용된 맥스부탄가스를 

출시하였으며, Triple Seam 공정을 적용하는 등 부탄캔 안전장치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

로 평가받고 있다.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의무화가 시행되면 지난 10년간 시장에서 검증된 맥스

부탄가스가 다른 제조사의 안전장치와 비교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6] 맥스부탄가스

*출처 : 동사 홈페이지

■ 복합 소재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용기 개발

동사는 자동차 보수용 수성페인트를 타깃으로 복합 소재로 구성된 환관 형태의 하이브리드 용

기를 신규 개발하였다. 이는 플라스틱 동체(PP, HDPE)에 라미네이트(laminate) 코팅된 금속 

뚜껑 결합부로 구성되어 있어 수성 도료 보관에 따른 부식에 대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

고, 기존의 1L, 4L 환관과 동일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용기에 결합되는 착탈식 손잡이는 손잡이의 양단 부분에 돌출방지 리브(rib)가 다른 부분 

보다 더 두껍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용기와 결합시켰을 때 용기에서 돌출 형성된 

이탈방지 돌기가 손잡이보다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인접한 용기의 보관 상태가 흐

트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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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등의 인증을 기반으로 환경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방침 및 목표 수립, 모니터링 실시, 환경 및 안전, 보건을 핵심 주제로 하여 오염

방지, 자원이용, 안전보건, 작업환경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등의 인증을 기반으로 제품의 품질과 신

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차별금지, 인권존중을 중시하는 경영원칙에 따라 수년간 

회사의 미래가치를 구성원들과 함께 실현하고 공유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

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을 위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고려하여 정기 상여 지급, 명절 및 휴가비 지원, 각종 경조사비 지원, 기숙사 제공, 

지역별 통근버스 운행, 사내 식당 운영, 자녀 학자금 지원, 사원 공제회 운영, 사원 동호회 운영 

지원, 각종 기념일 선물 지급, 우수사원 포상제도, 어학교육 지원 등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11] 보유 인증 현황(제품 제외)

인증명 기관명 인증일자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한국가스안전공사 2021년 09월 30일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한국가스안전공사 2021년 09월 30일

강소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2021년 05월 01일

*출처 : 동사 홈페이지,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지배구조(G)의 경우, 대표이사 2인은 명확한 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대

내외적으로 일정 수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연속 현금배당(연평균 

2.4%)으로 주주가치 환원에 힘쓰고 있다.

동사는 정보 공개와 주주 권익보호 측면에서 ESG 관련 정보의 공개는 부족한 수준이나, 상장

회사로서의 공시 의무를 준수하며, 소통 채널 다양성 확보, 정보접근 등의 권한을 준수하기 위

해 홈페이지에 최신 소개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H

투자증권

- - 2021년 6월 9일

· 일반관 부문 : 국내 1위 사업자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 에어로졸관 부문 : 캠핑, 해외 수출 확대로 성장 모멘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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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7] 동사 3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 네이버 금융(2022년 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