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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증설을 통한 대형 트랙터 완성차 분야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가속화

공장 위치 중국 강소성 양주시 강도구 항공로

공장 부지
- 생산공장 100,000m2

- 오피스빌딩 및 부대시설 70,000m2

투자 금액 약 2억달러

투자 배경

1.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현대화 보조금 정책으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 전망
→ 생산시설 증축을 통한 전방시장 본격 대응 필요

2. 당사 주력 생산품인 대형 트랙터 생산 공간 부족으로
생산 공간 확장 불가피

CAPA 약 3만대

기대 효과
연간 생산량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통한
매출 증대 가속화

착공/준공일 2022년 1분기 / 2024년 3분기 (단계별 준공)

생산 개시일 2024년도 예정

◈ 자금조달 방안

: 자기자본 및 향후 3개년 발생 이익, 대출 (토지 및 건물), 신규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 예정

* 자금조달은 진행상황 및 회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현금 및 현금성자산 약 1,600억원

(2021.1H 기준)

향후 3개년 당기순이익 약 600억원

(직전 3개년 당기순이익 평균 약 200억원 )
약 2,200억원

신공장 건설 투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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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당사 반기보고서(2021.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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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랙터 시장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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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랙터 시장은 정부의 농업현대화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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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농기계 보조금 정책 변화 >

중국 트랙터 시장 규모 추이

CAGR 21%

(2011~2017)

(단위: 억 위안)

Source: 중국 통계국

중국 농기계 보조금 추이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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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제도 시행

1997-2003 2015 ~

• 도시〮농촌 소득격차 확대

• 중국 식량안정 문제 대두

• 경제발전 저해 위협

• 3농 정책발표

– 농민: 소득증대
– 농촌: 농촌발전
– 농업: 식량안정

• 농업 보조금제도 시행 • 중국 제조 2025 발표

• 농기계 대형화·첨단화

→ 효율성·생산성 제고

2003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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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연간 CAPA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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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랙터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트랙터 완성차 신규 사업 진출
⇒ 신공장 설립을 통해 연간 CAPA 약 3만대 증설 예정

• 현 생산 시설 Capa. 한계 극복을 위한 신공장
설립을 통해 추가적인 매출 성장 달성 목표

– 양주 금세기 공장 현 가동률 100%, 낙양 금세기
공장 현 가동률 100%

– 약 7만평 규모의 트랙터 공장 증설 계획 보유

• 향후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
추가적인 사업 성장 잠재력 보유

• 트랙터 제조업 진출을 위한 R&D 및 CAPEX를
위해 약 2억 달러 투입 예정

⇒ 신공장 설립을 통해 연간 트랙터 3만대 생산 Capa. 
확보 예정

• 2020년 4분기부터 트랙터 제조업 분야 진출, 
2025년까지 당사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매김
목표

• 해외시장 진출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현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 논의 中

2020 2022(F)2021(E) 2023(F) 2024(F) 2025(F) ……

(단위: 억 달러)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 규모 692 924 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