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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문구(상해 A 주, 603899)
(중국 문구 선도기업)
기업개요
신광문구는 2008 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해 있다. 전국 85,000 개가
넘는 소매 유통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Chenguang Life hall 및 Jiumu Sundery Store 과 같은
380 개의 대형 소매점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문구 제조업체이자 중국 문구
선도기업이다. 볼펜, 젤 펜, 기계적인 연필, 형광팬, 마커, 롤러 펜, 공책, 스티커 메모 등
다양한 문구 제품의 생산을 수행하고 있다. 필기구 산업은 세분화되어 있으며 신광문구는
2018 년 중국 필기구 시장 1 위(17.8%)를 기록했다. (2009 년 10.7%)
주식 보유구조는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Chen 가의 3 명의 형제가 지분 합이 65.84%를
차지하고 있다. Chen Huwen – 회사 회장, Chen Huxiong – 부회장 겸 사장 Chen Xueling –
이사 겸 부사장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상해 A 주

산업 분류

문구

시가총액(위안)

592.26 억 위안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10 조 1081 억
111.41 억 위안
55.42

Share

9 억 2742 만

INFORMATION
써밋에셋
전화:
070-5161-6995
웹 사이트:
www.summitasset.co.kr
전자메일:
sesouli2@naver.com

사업현황
회사의 장점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매년 증가하며 효율적인 유통 범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과 R&D 투자를 매우 중요시하여 이미 70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문구 제품들을 생산한다. 회사는 크게 3 가지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지는데 사무용 문구류, 학생 문구류, 필기구다. 당사는 세계적 수준의 문구류 제조 기지와
업계를 선도하는 디자이너 팀이 있다. 2018 년에 회사의 제품 디자인 센터는 "국가 산업
디자인 센터"로 인정받았다. 도구 제조 기지 청광 문구 공업 단지, 중국 펜 산업 기지, 중국
펜 센터, 중국 경공업 및 산업용 펜 엔지니어링 기술의 핵심 실험실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Chenguang 의 대형 소매점 사업은 Chenguang Life Hall 과 Jiumu Sundry shop 의 두 가지
비즈니스 형태로 나뉜다. Chenguang Life Hall 은 8-15 세의 학생들이 주요 소비자
그룹이며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문구류이며 상점은 주로 신화 서점과 복잡한 부티크
서점에 집중되어 있으며 회사의 기존 전통 채널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Jiumu Sundry
Shop 은 15-35 세의 젊은 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그룹에 제품을
판매합니다. 제품은 주로 문구류, 문화 창작, 교육 오락, 실용 가구 등의 카테고리이며,
매장은 주로 각 도시의 핵심 업무 지구에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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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년 분야별 영업이익 비중
구분

영업이익 비중

사무용 문구류

53.91%

학생 문구류

23.75%

필기구

19.63%

19 년 실적
19 년 111.41 억 위안 매출 달성(+30.53% YoY), 회사의 ROE 는 9 년 연속 20 %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망
Euromonitor 데이터에 따르면 2019 년 중국 필기구 시장 분야의 규모는 전년 대비 6.6 % 증가한 243 억 5 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6.0 %로 예상됩니다.
Euromonitor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문구 기업들과 비교하면 2018 년 미국시장 1 위 미국기업 Neway 의 시장점유율은 33.1%,
일본시장 1 위 일본기업 Mitsubishi Pencil 의 시장점유율은 27.1%에 비하면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17.8%에 불과하기에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본다.
중국정부의 국가 12 차 5 개년 전략은 향후 5 년 동안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과학과 교육을 통해 국가를 되살리는 것이다. 펜
제조업의 매출액은 약 25 억 위안 증가할 수 있으며 문구류 등 문화 산업 관련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회사는 기존 채널 장점, 브랜드 장점, 디자인 R & D 장점 및 공급망의 이점은 향후 인기 제품, 고급 문화 및 창의 제품, 사무
제품 및 어린이 미술 제품의 네 가지 트랙에 의존할 것입니다.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CAGR)은 18.84 %에
달했다. 중국 Wanlian 증권보고서에 따르면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3 년간 회사의 매출 성장률 전망은 17.16%, 25.47%,
22.72%다.

NOTICE
본 조사자료는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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