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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정밀(심천 A 주, 002611)
(골판지 패키징 및 포장, 선외 엔진 사업)
기업개요
Guangdong DongFang 은 스마트 골판지 포장 자동화 장비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는
물론 관련 서비스 제공에 주로 종사하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회사는 2011 년에
상장하였으며 국내 업계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세계 3 대 기업에 위치해
있다. 회사의 주요 제품에는 지능형 자동 골판지 생산 라인 장비 및 지능형 자동 골판지
인쇄 라인 제품이 포함된다. 다색 인쇄 슬롯화 절삭기, 사전 보급 용지 기계, 폐기물 이송
장비, 지능형 적층 장비, 스티커 박스 장비 등이 있다. 회사는 자사 제품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박스 보드 골판지 포장은 가전 제품, 전자 제품, IT, 식음료,
서적, 일일 화학 물질, 섬유 등에 널리 사용된다.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심천 A 주

산업 분류

제지

시가총액(위안)

76.95 억 위안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1 조 3150 억원
99.74 억 위안
4.93

Share

15 억 4512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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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스마트 골판지 포장 자동화 장비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로
담당하는 중국 기반 회사다. 회사는 상장 초기 골판지 인쇄 장비 공급에서 고급 골판지의
생산부터 고객에게 제공까지 하는 능력으로 확장했다. 완전한 골판지 생산라인은 대규모
자동화 장비이며 전체 생산 라인의 평균 단가는 3000 만 위안 ~ 6000 만 위안(한화
51 억~102 억원)이다. 생산 속도, 폭, 에너지 절약, 안전 및 운영 자동화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골판지 생산 라인 사업은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골판지 상자 인쇄 전체 생산라인은 400 만 위안 ~ 1,500 만 위안 (6 억 8000 만 ~
25.5 억원)이다. 30 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으로 수출된다. 이 두 제품 시리즈는 선도적인
설계 개념과 높은 수준의 자동화 수준을 갖추고 있다. 회사의 고급 지능형 장비 부문은
스마트 패키징 장비 사업과 선외 모터 사업 두 가지 주요 사업으로 나뉜다.
1. 스마트 패키징 장비 사업 - 라인 및 독립형 제품, 골판지 상자 인쇄 연결 라인 및 독립형
제품, 인쇄 전후의 지능형 자동 포장 장비를 포함한 전체 산업 체인 장비 그리고 전체
생산 라인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능형 포장 장비 사업의 주요 제품은 지능형 자동
골판지 생산 라인, 지능형 자동 골판지 인쇄 연결 라인 및 단일 기계다. Industrial Printing
Press, Fosber Group, Fosber Asia, 이탈리아 EDF, Yinglian Digital 등 스마트 패키징 장비에
주력하는 5 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스마트 패키징 장비 부문의 자회사인 Fosber
Group 은 골판지 생산 라인과 장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고급
골판지 생산 라인 제조업체인 Fosber Group 은 세계 2 위의 고속 및 넓은 폭 골판지
생산라인 제조업체다. 글로벌 골판지 포장 장비 시장 점유율 약 30%이다. 1 위는 독일의
BHS 기업(점유율은 약 35%)다. 회사의 스마트패키징 디자인 장비사업 부문은 전 세계에
6 개의 제조 기지와 3 개의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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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외 엔진 사업 - 선외기 사업은 자회사 Yum Power 가 하고 있다. Yum Power 는 중국 및 국제 시장에 고품질의 비용 효율적인 해양
전력 제품 제공한다. 전력 제품의 첨단 기술 기업인 이 회사는 중국에서 가장 큰 선외 모터 공급 업체입니다. 현재 20 개 이상의
카테고리와 200 개 이상의 아웃 보드 엔진 모델이 있으며 마력 90 의 선외모터는 가장 큰 출력 범위를 갖추었다. 선외 모터는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요트), 해상 순찰(순찰선), 어업 및 수상 운송 산업, 군사용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선외 모터 제품의 판매 매출은
작년에 비해 30% 증가했다. 19 년 영업이익은 2.99 억 위안이었다.
선외 모터- 선체 외부 (선박)에 설치된 추진 기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선박 외부에 매달려 있다.

3. 자동차 핵심 부품 부문 매각
회사의 자동차 핵심 부품 부문은 새로운 에너지 차량용 배터리 시스템에 중점을 두었으며 회사는 Pride 다. Pride 는 새로운 에너지
차량용 배터리 팩 시스템의 설계, 연구 및 개발, 생산, 판매 및 서비스를 전문으로 한다. 회사는 2019 년 12 월 프라이드 지분 100%를
매각하고, 이후 회사는 신 에너지 차 동력 배터리 시스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19 년 부문별 매출액 비중
구분

매출액 비중

고급 지능형 장비

28.75%

자동차 핵심 부품(매각)

71.25%

19 년 지역별 매출액 비중
구분

매출액 비중

국내

78.81

외국

22.13

제거

-0.95

자사주 매입
날짜

누적 자사주 금액

7 월 10 일

1002.91 만 위안

7 월 31 일

1 억 위안

8 월 13 일

1.85 억 위안

실적
Pride 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은 28.6 억 위안이다(+20.42% YoY)
전망
ICCA(국제 골판지 상자 협회)에 따르면 중국 골판지 산업은 중국 종이 포장 산업에 전체 생산 가치의 약 85%를 차지한다. 중국의
온라인 소비 습관은 점차 성숙해져 택배 산업이 성장하면서 골판지 포장 산업 또한 증가할 것이다. 2018 년 특급 골판지 포장 시장
규모는 330 억 위안에 도달했다. 2025 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864 억 위안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국무원이 발간한 Made in China 2025 는 강국을 만드는 전략에 집중하면서 스마트 제조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당사는 스마트
제조를 전략적 비젼 및 사업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골판지 장비 공급 업체가 될 것이다.
2019 년 5 월 말 회사 전액 출자 자회사 Fosber 는 골판지 롤 공급 업체 Tiruna Group 의 지분 70% 인수를 완료하여 스마트 패키징 장비
분야의 지위를 견고히 하였다. 미국 매출 시장의 감소에 대응하여 신흥국 시장과 일대일로 전체 인쇄 생산라인 사업 확장을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시장에서 직접 판매 사업 매출이 2018 년 대비 2 배 증가하여 성장 모멘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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