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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다임(뉴욕, TDG)
(항공기 부품 생산 및 시스템 납품 업체)
기업개요
민항기 및 군용기 등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과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특히
항공기 aftermarket 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업체다. 트랜스다임은 민항기와 군용기 모두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부품 및 구성 요소 제조 업체다. 보통 비행기에 정해진 수명은 없지만
30 년정도 사용을 하게 된다. 보통 대형 항공사 기준으로 2 년 주기로 계속해서 수리와
정비를 하게 된다. 수리와 정비에 들어가는 고쳐 쓰는 부품(Aftermart)을 만드는 쪽에
특화돼 있다. 2019 년 순 매출의 약 52%가 Aftermarket 판매에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매출은 역사적으로 장비 제조, OEM 에 대한 판매보다 더 높은 총 마진을 창출하였다.
당사는 계속해서 항공기 운영자 및 제조업체의 특정 요구를 해결하기위해 맞춤화 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

산업 분류

방산, 항공

시가총액(달러)

271.54 억 달러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32 조 2508 억
52.23 억 달러
36.19

Share

542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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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항공기 내부의 각종 펌프류나 밸브류, 도어개폐 시스템 등에 필요한 소형 모터나 전자
시스템 제어 장치, 각종 연결장치, 무선통신기기, 기내 화장실 수도꼭지 등 각종
소모품을 기종별로 맞춤형 생산하고 있다. 타 경쟁사 대비 장점은 인수합병에 의한
다양하고 넓은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사는 업계 내에서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트랜스 다임은 1993 년부터 약 85 개의 항공기 부품 관련 회사를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2019 년 순매출의 약 90%가 독점으로 인해 발생됐다. 현 시점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상태다. 최근 2019 년 3 월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경쟁업체인 Esterline Technologies 기업을 약 40 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S & P 에
따르면 Esterline 인수로 인한 TransDigm 의 경쟁력 향상은 부채 증가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에 부정적 전망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매출 고객은 다음과 같다: (1) 항공 우주 부품의 유통 업체 (2) 국내 및 지역 항공사를
포함한 전 세계 민간 항공사 (3) 대형 상업 운송 및 지역 및 비즈니스 항공기 OEM (4)
미국의 다양한 군대와 우호적인 외국 정부 (5) 군수용 OEM (6) 시스템 공급업체 (7)
기타 산업이다. 고객 탑 10 고객이 매출에 총 42%를 차지하며 그 중 보잉회사가 총
매출에 가장 많은 약 11%을 차지한다. 상업 매출은 32%를 차지한다. OEM 매출은
26%, 방위 시장은 37%를 차지한다. 비항공주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5%를 차지한다.
방위시장은 대체적으로 U.S. 방위 예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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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년 제품별 비중
구분

매출액

매출액 비중

Power and Control

27 억 3557 만 달러

52.4%

Airframe

23 억 2941 만 달러

44.6%

1 억 5822 만 달러

3.0%

Nonaviation

19 년 지역별 매출액
구분
United States

매출액

매출액 비중

52 억 2320 만 달러

100%

전망
4 월 2 일 우주 및 항공 부품 제조업체인 TransDigm Group 은 코로나 19 전염병이 항공 우주 및 여행 산업에 끼친 혼란으로 인해
자체 노동력을 15%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4 월 14 일 250 억 달러를 10 개 항공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70%는 무상지원,
30%는 10 년 만기 저금리 대출이다. 근로자 75 만여명 고용과 9 월 30 일까지 무급휴직을 금지하는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미
정부는 항공업계의 재개를 위해 추가 250 억달러 규모 융자도 계획중이다. 직접적으로 트랜스다임에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항공
산업에 상승은 트랜스 다임에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추정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행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랜스다임의
Aftermarket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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