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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디그룹 (심천, 000333)
(중국 백색가전 1 위)
기업개요
1968 년에 설립된 동사는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 가정용 가전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청도하이얼과 함께
중국의 양대 가전업체로 꼽힌다. 초기에는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용 밸브를 생산하던
업체였으나, 선풍기 및 에어컨 사업에 진출한 후 저비용 고품질 전략을 통해 중국 내
에어컨분야 1 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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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

가전

시가총액(위안)

4683 억 위안

시가총액(원)
매출액(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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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조 3577 억
2793 억 위안
18.63

Share

70.2 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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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현재는 에어컨 외에도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전기온풍기, 식기세척기 등 종합가전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2014 년에는 샤오미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스마트
가전제품 시장에 진출하고, 2016 년에는 Toshiba 의 백색가전 사업부문을 인수해 해외
시장공략을 적극 추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에 총 15 개의 해외 생산 기지와 약 33,000 명의 해외 직원, 24 개의 영업 및 운영
에이전시가 있다.
중국 14 억명 인구의 중산층 증가로 소비력이 높아지면 자연히 전자제품 성장은
높아진다. 사람이 먹기 살만하면 전자제품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 중국 가전시장에 잘
나가는 기업이 메이디그룹이다. 경쟁자로는 칭다오하이얼 기업이 있지만 순이익
비율이나 금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순이익은 꾸준히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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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매출 비중
에어컨 45% - 2016 년 6 월 이탈리아 에어컨 제조업체 클레빗 인수
소비자 가전 39% - 2016 년 Toshiba 백색가전 인수, 2019 년 143 억위안(2 조 4739 억원)으로 세탁기 2 위 소천아(18.5% 시장점유율)를
인수하면서 시장 장악력 상승, 미국 진공청소기 제조사 유레카사 인수
기타 로봇 및 자동화시스템 16% - 독일 쿠카(세계 4 대 산업용로봇 생산업체) 지분 95% 인수하여 로봇공학 및 자동화 분야에서 새로운
강자가 되었다.
지역별 매출 비중
국내 매출은 60%, 해외 매출 비중은 40%를 차지한다.
미국 캐나다가 39%으로 높으며 독일 16%, 기타 유럽 22% 기타 지역 23%다.

중국 산업용 로봇 수요 중 자동차 업종이 33%를 차지하는데 독일의 KUKA 는 자동차 분야에 특화되 있어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였다.
다양한 제품 구조에서의 높은 시장지배력이 있다. 제품의 대부분은 업계 1 위~3 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전 분야에서 한번 1 위를 한 기업들은 웬만해선 다른 하위 기업들에게 시장을 빼앗기지 않는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의 1 등
기업들이 어떻게 하여 외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안 뺏기기 위해서 정부에 뒤에서 밀어준다.
메이디는 2018 년 7 월부터 2019 년 1 월까지 총 자사주 매입 금액은 40 억위안이며 2020 년 2 월 총 재구매 금액은 약 32 억위안
자사주를 매입하였다. 다시금 회사는 2 월 21 일에 새로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재구매 수는 4 천만주에서 8 천만주 가격은
65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환매 금액은 52 억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전망
Kuka 에 로봇관련 스마트제조 기술로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글로벌 평균 13%를 상회하는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의
고성장(23%)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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