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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보그룹(상해, 601689)
(NVH 충격 흡수 및 소음 감소의 선두 주자)
기업개요
탁보그룹은 2004 년 설립되었고 2015 년 상장하였으며 자동차용 소음진동저감부품,
내외장재 및 섀시 등 부품 제조기업이다. 당사는 상장 당시 상해 GM 이 주요
고객이였으나 현재 지리가 주요고객이 되었다. 탁보그룹의 경량화 부품사업 주요
제품에는 알루미늄 컨트롤암, 새시, 차체 바디 등이 있다. 당사는 NVH 충격 흡수 및
소음 감소의 선두 주자다. 시장점유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매출 비중 20%를 차지하는 경량화 부품사업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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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자동차 NVH 부품은 일반적으로 충격 흡수 제품과 소음 감소 제품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충격 흡수 제품
고무 댐핑 제품 및 스프링 댐핑 제품 중 고무 댐핑 제품은 파워 트레인, 차체, 섀시 등에
사용된다. 다양한 구조 부품 간의 탄성 연결과 스프링 댐핑 충격 흡수 장치에 주로
다양한 서스펜션 스프링과 유압 실린더가 포함된다.
2) 소음 제거 제품
소음 및 흡음 제품 및 밀봉 제품은 주로 엔진 실 및 천장 등에 섀시가 사용된다.
지역별 매출비중은 중국 80.6% 해외 19.4%다.
주요 납품업체로는 Geely(지리) 38%, 상해 GM 20% 이며, 나머지 국내업체로는
장안포드, 상해 GM 우링, 이치 VW, 상해자동차, 이치세단, BYD, 북경 Benz,
화천자동차, 강화자동차가 있으며 해외 업체로는 Audi, BMW, Chrysler, GM,
Porsche, VW, 테슬라, NIO 등이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BYD, 북경자동차, 상해자동차가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지리자동차, 장성자동차가 2 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Geely 는 회사의 최대 고객입니다. Geely 는 새로운 제품주기와 겹쳐서 2020 년 연간
목표 판매량으로 141 만대를 제시했다. Geely 는 Volvo 와 합병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지리와의 합병은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에서 볼보 부품의 납품업체가
되어 50 억 위안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Geely 는 2025 년에 200 억
위안 이상의 매출 예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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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테슬라 상해공장 부품 국산화율 향상 기대감에 연초대비 24% 상승하였다. 테슬라 상해공장의 Model 3 판매 개시 및 부품 국산화율
향상 (1 월 30% -> 7 월 80% -> 12 월 100%) 계획에 따라 중국 자동차 부품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 테슬라 매출비중이
다소 높은 탁보그룹이 크게 수혜를 볼 것이다.
탁보그룹은 2016 년 8 월부터 테슬라 미국공장의 공급사로 선정됐다. 2020 년 테슬라 상해공장 Model 3 향 신규 매출이 발생한다.
탁보그룹의 테슬라향 매출 비중은 14%다. 테슬라에 사용되는 차량당 부품가치(섀시+내장재)는 5,000 위안 ~ 6,000 위안까지
올라간다. 올해 매출액은 52 억위안으로 테슬라향 매출비중은 약 7.28 억(14%)로 추정되며 테슬라향 매출증가로 2020 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2020 년 1 월 상해공장 Model 3 의 생산능력은 주당 3,000 대이고 Model Y 의 생산능력은 주당 1,000 대에 이를 계획이며 2020 년
연간 총 생산 Capa 는 15 만대가 예상되며, 2 차완공을 통해 연간 50 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당사는 Tesla 벨류체인과 Geely 벨류체인에 놓여있어 확실하게 낙관적 상태에 있습니다. 현 매출액 53 억 3246 만위안이며 2022 년
120 억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사업은 상장 이후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지만 해외 매출 비율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현재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과 말레이시아에 해외 공장을 설립하였고 북미와 유럽에 R&D 센터를 설립했다. GM, 폭스 바겐 같은 북미 및
유럽의 주요 자동차 회사와 함께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해외 창고 및 물류 센터를 가지고 있다.
매출
매출구성은 NVH 저감부품 38.5%, 내외장재 37.0%, 섀시 19.5%, IBS(지능형 배터리센서모듈) 2.1%다.
신제품
현재 탁보그룹의 총 매출에서 전기전자 부문의 비중은 2%대에 불과하여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시장의 확대를 위해 관련
투자를 하고 있다. 전기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EVP(전기배큠펌프)는 양산을 개시했고, 전자펌프, EPS(전동식조향장치), IBS(지능형
배터리 센서모듈, 2022 년 5 월 대량생산 예정) 등 제품들은 현재 검증 또는 양산준비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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