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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SAMYANG AT A GLANCE

ABOUT FOOD BUSINESS

ABOUT ‘EASY TOMORROW’

CONTENTS

INGREDIENTS THAT 
               ADD VALUE TO LIFE

삶의 모든 순간에

당신의 미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햇살처럼 바람처럼, 조용히 다가와 삶에 미소를 더하는 일 지금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삼양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가꾸어 온 삼양은 

소중한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올 100년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양은 화학, 식품, 의약바이오, 패키징의 핵심 사업 영역에서 기존 사업의 강화와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특별한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시간이 그러했듯이, 새롭게 만들어갈 100년도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삼양의 가치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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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은 1924년 수당 김연수 회장이 창업한 이래, 

정도경영과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제당, 화섬, 제분 사업에 진출하며 

한국 국민의 의식주 해결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삼양그룹은 2000년대 들어선 이후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 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화학, 식품, 의약바이오, 패키징의 핵심 사업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스페셜티, 신사업을 추진해 

R&D 기반의 글로벌 스페셜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 혁신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삼양그룹은 제조사업 부문과 투자사업 부문을 분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는 삼양사, 삼양바이오팜, 삼양패키징 등 

주요 사업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각 사업군별 특성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Samyang at a glance

1924

창업, 삼수사 설립

1931. 삼양사로 사명 변경

1969

화학섬유 사업 진출

전주 폴리에스테르공장 준공

1996

의약바이오 사업 진출

대덕의약공장 준공

2011

지주회사 체제 전환

(주)삼양홀딩스,
(주)삼양사,
(주)삼양바이오팜 출범

의약바이오

삼양바이오팜

의료기기 / 항암제 / 패치제 / API (원료의약품)

삼양리서치 

메디켐 

패키징

삼양패키징

PET병

PET 프리폼

Aseptic 음료충전

개별사업
삼양사

코스메틱 

삼양데이타시스템 

IT 서비스

화학그룹

삼양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정보전자소재

/ 이온교환수지 / 산업바이오

삼남석유화학

TPA (Terephthalic Acid)

삼양화성 

폴리카보네이트

삼양이노켐

BPA (비스페놀-A)

삼양화인테크놀로지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삼양EP헝가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크리켐

LFT (Long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

KCI

폴리머, 계면활성제
울산 제당공장 준공  

식품 사업 진출

1955

삼양 EMS 출범  

정보전자 소재 사업 진출

2005

한국 최초 PET병 생산  

패키징 사업 진출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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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그룹

삼양사

식품 소재

(제당, 전분, 전분당, 제분 / 프리믹스, 유지)

기능성 소재

(희소당, 식이섬유, 올리고당, 당알콜)

숙취해소제품

(상쾌환, 상쾌환 스틱형)

홈메이드믹스

(호떡류, 베이킹류, 디저트류)

식자재유통

(제과 / 양식 / 중식 / 카페 / 기타 재료)



활력이 넘치는 일상의 시작, 

큐원 상쾌환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우리나라 식품업계를 선도해 온 삼양사는 새로운 시장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3년 11월, 환(丸) 형태의  

숙취해소제품인 큐원 상쾌환을 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신제품 출시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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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품 전분당

유지

설탕

홈메이드 믹스 밀가루 & 프리믹스

Business Area

Food Business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에너지, 맛있고 즐거운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식품 소재는 삼양의 식품그룹이 한결같이 가꾸어 온 사업입니다. 

삼양은 풍요롭고 건강한 삶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의 개발과 한 차원 앞선 외식 문화와 식자재유통, 소비재 제품을  

통해 No. 1 Food & Service Innovator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History

1924 ~ 1999 2000 ~ 2015 2010 ~ 2019

1924 삼양사 설립

1955 식품 사업 진출

1956 삼양설탕 시제품 첫 생산

1979 삼양종합연구소 발족

1984 전분당 사업 진출

1988 제분 사업 진출

2002 식품 FAMILY BRAND 큐원 론칭

2004 가공유지 사업 진출

2005 진황도삼양사 식품유한공사 설립

2006 세븐스프링스 인수

2013 숙취해소 전문 BRAND 상쾌환 론칭

2016 알룰로스 론칭

삼양디스커버리센터 준공

2017 프리미엄 설탕 BRAND 트루스위트 론칭

2019 브랜드고객만족도 숙취해소부문 2년 연속 1위

* 주관 : 한국마케팅협회

신제품 ‘상쾌환 스틱형’ 출시

판매량 7,000만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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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ASY TOMORROW’

상쾌한 아침을 위한 선택, ‘상쾌환’

큐원 상쾌환은 음주 후 상쾌한 아침을 맞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출시된 숙취해소 전문 브랜드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상쾌하다’ 라는 의미와 차별화된 제형인 ‘丸’ 을 조합하여 만든 브랜드인 상쾌환은

숙취해소 제품의 특징을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쾌환, 그 시작은...

‘가격 부담이 적으면서 숙취해소가 확실한 제품은 없는 걸까?’ 라는  

삼양사 식품연구소의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소는 휴대 간편하고 빠른 숙취해소가 가능한 제형과 원료를 연구하였고  

오랜 시간 끝에 2013년 11월 효모추출물이 주원료인 상쾌환이 탄생하였습니다.

Ⅰ 명칭 Ⅰ  브랜드고객만족도 (Brand Customer Satisfaction Index, BCSI)

Ⅰ 주최 Ⅰ 한국마케팅협회

Ⅰ 개요 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반적 만족도, 재구매 의향, 품질,  

가격, 디자인, 사용 편의성 등을 대면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선정

2013

2013년 11월 제품 출시 

효모추출물과 헛개나무열매를  
주원료로 한 ‘환’ 형으로  

숙취해소 시장 진입

2015

‘혜리’를 광고 모델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광고를 추진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

2017

판매량 1,000만포 돌파

2018

브랜드고객만족도  
숙취해소부문 1위 

*주관 : 한국마케팅협회

판매량 2,500만포 돌파

2019

브랜드고객만족도  
숙취해소부문 2년 연속 1위

*주관 : 한국마케팅협회

신제품 상쾌환 스틱형 출시 

판매량 7,000만포 돌파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 없이

다음날 아침을 
상쾌하게

포켓 사이즈로 
간편하게

효모의 힘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No. 1 
Hangover Relief in Korea

큐원 상쾌환은 음주 후 상쾌한 아침을 

맞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출시된 

숙취해소 전문 브랜드입니다.

* 출처 : 2018년 닐슨코리아 데이터(음료제외)

브랜드 히스토리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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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효모와 커큐민으로  

다음날을 더욱 상쾌하게

기존 상쾌환의 효모 성분은 그대로, ‘커큐민’을 

더하여 빠른 숙취해소가 가능합니다.

물 없이 간편한  

숙취해소 

음주 전후 물 없이 섭취 가능하며 

슬림한 스틱 타입으로 간편하게 휴대 가능합니다. 

달콤하게 맛있는  

숙취해소 

달콤한 망고 과즙이 함유되어 

맛있게 숙취해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

음주 30분 전 물과 함께 한 포 드세요. 
음주 중이나 음주 후에 하나 더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유통기한

24개월

섭취 방법

음주 30분 전 한 개 드세요. 
음주 중이나 음주 후에 하나 더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래서 위로 쭈욱 밀어 짜드세요.

유통기한

18개월

상쾌환 
빠르고 간편한 숙취해소

상쾌환 스틱형  
물 없이 간편하고 상큼하게 

‘환’ 제형으로  

상쾌한 숙취해소

오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원료로  

숙취해소가 확실합니다.

포켓사이즈로  

간편한 숙취해소

작고 가벼워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 없는 숙취해소

합리적인 가격의 숙취해소 제품으로 

다음날이 더 상쾌해집니다.

주요 원료

효모추출물

산사나무열매 감귤피분말칡꽃

헛개나무열매 창출

상쾌환만의 
엄선된 원료

주요 원료

효모추출물 강황추출물 헛개나무열매

상쾌환 스틱형만의 
엄선된 원료

갈근추출물 아미노산혼합분말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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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국내 숙취해소 시장 점유율 입점유통

* 출처 : 2019년 닐슨코리아 데이터(수량기준)

* 환 부문 데이터 집계/음료부문 제외

상쾌환 매출액

2016 2017 2018 2019

380억원

613억원

168억원

43억원

* 출처 : 2019년 닐슨코리아 데이터

누적 판매량 연간 판매량

2019년 누적 판매량

7,000만포 이상 
돌파!

2016 2017 2018 2019 2020

400만포

1,300만포

3,600만포

7,000만포 

1억포 ('E)

0

2,000

4,000

0

10,000

20,000

30,000

40,000

편의점 입점현황 

2013

1,780점

2014

5,500점

2019

Display

편의점

면세점

할인점

* 삼양사 집계 기준

상쾌환 상쾌환 스틱형

편의점 할인점 SSM 면세점 H&B스토어 전국 약국 면세점

外 일반 약국

2019

3,400만포

2016

270만포

* 삼양사 집계 기준

2016

17,670점

3년만에 

약 12.5배 
증가!

입점현황

약 21배 
증가!

0

상쾌환

85.3%

A사 11.7%

B사 0.2%
기타 1.4%

D사 1.3%
C사 0.1%

2015

13,310점

2017

30,216점

2018

38,880점

40,000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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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Relations

2015~광고

효모라캅니다

상쾌하이 좋네 상쾌환 아니면 상쾌환

술자리 대세 상쾌환

모두의 술자리

술자리엔 상쾌환

혜리스타그램

찢어당신이 잠든사이

취중애교 음주전에 찢으세요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강 프로모션 울트라 코리아

카스 블루 플레이그라운드 부산 불꽃축제

프로모션

베트남 호치민식품전 중국 당주상품교역회

팜엑스포 베트남 하노이엑스포

국내•외 

전시회

중국 청두 호텔쇼대구 치맥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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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WE PROGRESSIVELY 

EVOLVE INTO BECOMING 

A GLOBAL BRAND 

THAT DELIVERS ABUNDANCE AND 

CONVENIENCE IN LIFESTY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