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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N 푸드(HOSE: GTN)
(베트남 유제품 기업)
기업개요

KEY DATA

GTN 푸드는 2011 년 산업용 대나무생산, 건설, 농업제품 판매, 광물탐사 등 다양한

국가

베트남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기업을 합병해 설립한 ‘Thong Nhat 생산투자회사’로 사업을

상장거래소

HOSE

산업 분류

농업제품

시가총액(동)

6 조 3246 억

시가총액(원)
매출액
Per

3163 억
2 조 9703 억동
-226.4

Share

2.5 억주

시작했으며, 2014 년 10 월 3 일 호치민거래소에 상장된 후 2016 년 4 월 현 사명 GTN
푸드로 개명했다. 2014 년 사업전략을 개편해 와인, 차, 유제품을 판매하는
농식품기업으로 변신했다. 현재 북부 최대 낙농업체인 Moc Chau Milk(목쩌우우유)의
지분 51%를 보유하였으며 베트남 우유 대기업 비나밀크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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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GTN 은 비나밀크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Moc Chau Milk 의 주주이기도 하다. GTN 은
Moc Chau Milk 의 자회사인 Vietnam Livestock Corporation (Vilico)을 통해 간접적으로
Moc Chau Milk 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다. 2019 년말에 비나밀크는 GTN 푸드를
인수했다. 비나밀크는 현재 GTN 푸드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구조조정
2019 년에 GTN 푸드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구제척으로 GTN 푸드는
GTN 농업주식회사의 모든 지분을 4900 억동(2110 만달러)에 양도했다. 이와 함께
GTN 푸드광업투자의 지분 99.95%를 2355 억동(1020 만달러)에 매각하고
GTN 푸드소비재(GTNfoods Consumer Goods Co., Ltd.) 지분 100%를
80 억동(34 만달러)에 넘겼다. 구조조정은 GTN 의 운영 모델을 간소화하여 약
2 조억동의 여유 자금을 미래에 더 효율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Moc Chau Milk- GTN 푸드 개발 전략의 초점
목쩌우우유는 현재 북부지방에서 가장 많은 젖소 2 만 5000 마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목쩌우우유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신선우유 제품을 수출할 기회가 많다. 목쩌우우유는 현재 연간 1.5 ~ 2 만톤의 신선유를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진행중이다.
비나밀크 요원의 운영에 직접 참여로 향후 GTN 푸드 활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당분간은 Moc Chau Mil 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과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 년 동안 GTN 의 신선유 부문은 VNM 과 동일한 총 마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약 40 %). 구현 가능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소유한 젖소의 수를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현재 MOC CHAU MILK 는 젖소 2.5 만 마리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비나밀크는 4,000 마리에 이르는 새로운 젖소 농장을 MOC CHAU 농장에 지을 계획이다.
(2) VNM 은 GTN 에 ERP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0 년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GTN 의 시스템 디지털화는 회사의 경영 효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비나밀크의 25 만 이상의 전국 소매점을 가지는 넓은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20 년 1 분기 경영 실적:
GTN 푸드의 판매원가는 급격히 감소하여 총 이익률은 16.8%에서 26.3%로 크게 개선되었고, 총이익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667 억 동(725 만 달러)를 기록했다. 예금 이자 덕분에 금융 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308 억동(134 만 달러)으로 두 배가 되었다.
2020 년 GTN 푸드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2 조 9090 억동(1 억 2650 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지만 세후이익은
9,900 억동(430 만 달러)로 전년 대비 662%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1 분기는 이미 수익 목표치의 22%를, 1 년 전체 이익 목표에
40.4%를 달성했다.

NOTICE
본 조사자료는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본 자료에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