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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디엔주택투자무역 (HOSE: KDH)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
기업개요
2001 년에 설립된 베트남 선도 고급 부동산 개발사이다. 2010 년에 호치민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650 Ha 이고 토지는 대부분 호찌민시에
있다. 회사의 핵심 사업은 부동산 양도(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개발), 공단 토지와
인프라 시설 임대이며, 부동산 양도 사업이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23 개의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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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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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

부동산

시가총액(동)

12 조 9833 억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6600 억원
2 조 8130 억동
12.10

Share

5 억 2457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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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KDH 는 호찌민시 9 군 소재 저층 주택 (고급 연립주택, 빌라) 상품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KDH 는 현재 호찌민시 동부 지역 (9 군, 2 군)과 서부 지역 (빙떤 군, 빙짜잉 군)을
중심으로 약 650 헥타르 면적의 사업부지를 확보한 바, 향후 10 년간 개발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KDH 의 프로젝트는 9 군을 주축으로 한 호찌민시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 다. 호찌민시 동부 지역은 투티엠(Thu Thiem)교량, 투티엠(Thu
Thiem)터널, 보반끼엣 (Vo Van Kiet) 도로 등 동부 지역과 시내 중심지를 연결시키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호찌민시 동부 지역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KDH 의 부동산 개발은 기간별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사업은 KDH 가 수백 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부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KDH 는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타 건설사와 협력 및 합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주현황:
KDH 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44.53%다. 베트남의 대형 투자기관 역시 대주주로
참여중이다. Vinacaptital (8.9%), PYN Elite Fund (2.48%) 등이 주요 주주 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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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회사는 올해 개발 예정인 잔여 랜드뱅크(Land Bank)에 대한 토지보상절차를 완료하할 것이다.
현재 탄타오(Tan Tao)80%, 퐁푸 2(Phong Phu 2) 90%, 레민수안(Le Minh Son)산업단지 - 100%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호치민시에 대한 부동산 정책은 올해 말까지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마무리된 랜드뱅크와 진행중인
프로텍트를 보유한 회사는 부동산 개발사 중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순이익은 2020 년 36%, 2021 년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포인트:
구조조정에 따라 경쟁사(P/B 2 배) 대비 지나치게 할인거래 되고 있다(P/B 1 배). 2020~2022 년에 핵심 이익이 연 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장기 투자 매력이 높다. 핵심영업은 강세. 오랜 NPL 이 해결되며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체
대비 낮은 예금 대출비율로 순이자마진이 업계 평균을 상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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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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