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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승전자(상해, 600699)
(글로벌 자동차 안전장치 시장 점유율 2 위)
기업개요
균승전자(Joyson Electronics)는 2004 년에 설립하여 2011 년에 상장하였다. 당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안전장치, HMI, BMS, ICV 및 고급 내외장재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공격적 해외 M&A 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안전장치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였다. 내외장재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1~2018 년 독일 Preh (2011 년/자동차
전기전자), IMA (2014 년/로봇), QUIN (2014 년/핸들 및 내장재), TS (2016 년/ICV)와
미국 KSS(2016 년/안전장치), 일본 TAKATA (2018 년/안전장치) 등 기업을 인수하면서
매출액이 2010 년 1.5 억 위안 (252 억원)에서 2018 년 561 억 위안 (9.43 조원)으로
급증했고, BMW, Benz, Audi, VW, GM, Ford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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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지능형 운전(HMI), 자동차 안전 제품, 자동차 기능 부품, 스마트카 연결 4 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한다. 주요제품은 안전 벨트 및 에어백이다. 세계 자동차 Passive 안전
부품 시장(Passive Safety: 에어백/충돌센서/안전벨트/핸들 등) 상위 3 개 주식은
Autoliv(40%), 당사(30%), ZF(17%) 입니다. 공격적 해외 M&A 통해 글로벌 자동차
안전장치 시장점유율 30% 차지했다. 2012 년 독일의 프레(Preh)社를 인수하여,
배터리관리시스템과 인공지능서비스에 진출하여 범퍼, 핸들, 사이드미러 등을 생산한
후, BMW, 벤츠 등에 납품하였다. 회사의 목표는 5 년안에 시장 점유율을 30%에서
40%로 늘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안전 제품 공급업체가 되는 것이다.
2019 년 첫 3/4 분기에 전년 대비 16.2 % 증가한 452 억 8 천만 위안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순이익은 전년 대비 33.6% 감소한 7 억 200 만 위안이다. 매출액 증가에
비해 순이익 감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가오 티안 자산을 인수하는 동안 일시적인
손익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계속적 순이익은 8.14 억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하였다.
2019 년 상반기 순이익률은 3.8%였으나 향후 공급 기업 조정, 생산 공장의 인원조정을
통해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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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구성
제품군별: 안전장치 (에어백/안전벨트/핸들 등), 76.3%, 전기차 전력제어(E-Mobility Power Control) 16.4%, HMI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10.1%, 내외장재 6.3%, ICV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5.4%다
지역별: 해외 74.6%, 중국 22.1% 비중이다.
다양한 제품을 통해 벤츠, 아우디, 등 글로벌 고객사를 유입했고 고급화 및 글로벌화 전략속에 올해 100 억 달러(12 조 1320 억 =
710 억 위안)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 년 테슬라 미국공장 공급사 선정에 이어 2020 년부터 상해공장 납품하였고 최근 회사는 Tesla Model 3 와 Model Y 에 총 15 억
위안 매출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2 월 7 일 균승전자의 공시에 의하면, 당사 자회사가 테슬라 상해공장 Model 3, Model Y 의
안전장치(핸들/에어백 등) 공급사로 확정됐고, 2020 년 30 만대 기준 계산 시 신규수주금액은 15 억위안에 달할 것이다.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테슬라 상해공장에 납품할 것이고, 납품주기는 3~5 년이다. 균승전자의 매출에서 테슬라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나 (2020 년 10% 미만 예상), 2018 년 테슬라 미국공장의 공급사로 선정된 데 이어 2020 년 상해공장의 신규수주 확정에
따라 테슬라 공급사로의 지위가 보다 확고해질 것이다.
중국 자동차 전기∙전자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 예상
HMI, 자율주행, BMS 등 사업으로의 다각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GPS, ICV, V2X, ADAS, BMS
등 제품을 VW, BMW, Audi, PORSCHE 에 납품하고 있다. 2019 년 상반기에 받은 신규수주금액은 173 억위안에 달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전기∙전자산업의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신에너지 관련 사업 성장 또한 낙관적이다. E-Mobility 의 경우 1 분기에 131 억 위안의 주문을 받았으며, 기준으로 전자 조종석 및
스마트카 연계 사업부문에서는 총 42 억위안을 받았다. 현재 31 억 위안인 PCC 매출액 또한 중국 폭스바겐의 CNS3.0 시스템 수주를
통해 2020 년, 2021 년 매출 증가율이 각 50%(45 억), 20%(55 억)로 예상된다.
4/2 Microsoft 와 Joyson Electronics, 전략적 협력 클라우드 서명식에 서명
각 회사의 개발 방향과 자동차 산업의 솔루션은 양측이 제품 서비스 디지털화, 비즈니스 세계화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적합함과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 다수의 공통된 고객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Microsoft 의 세계적 지능을 활용할 것입니다. 조종석, 지능형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내비게이션 및 고급
지원 운전, 소프트웨어 및 부가 가치 서비스 등 새로운 5G 자율주행에 선구자 파트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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