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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OGI 16(HOSE: LCG)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
기업개요

KEY DATA

LICOGI 16 회사는 2001 년에 설립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국가

베트남

회사다. 그것은 발전소와 교통 구조와 함께 상업, 주거 및 제조 건물의 개발 프로젝트에

상장거래소

HOSE

산업 분류

건설

시가총액(동)

9923 억

시가총액(원)
매출액(동)
Per

500 억
2 조 5350 억
5.75

Share

115,248,172 주

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또한 도시 지역과 주거용 건물을 개발한다. 또한, 건설
장비를 조립하고 임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즉시 혼합된 콘크리트, 콘크리트 파이프 및
기타 건축 자재를 제조하고 거래한다. 기타 활동으로는 석재 채굴과 교육 서비스 제공,
식당 및 호텔 서비스 등이 있다. 세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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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2020 년 상반기 매출은 12.15% 증가한 1 조 2380 억동, 세후이익은 20.3% 하락한
770 억동을 기록했다. 매출은 주요 Nhon Hai, My Son 1&2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부문 둔화때문에 회사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0 년 상반기 매출 및 세후이익은 각각 연간 목표의 35%, 36% 달성했다. LCG 는
주로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LGC 는 4 개의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의 EPC 이다. 이중
Nhon Hai 프로제트(투자금:8540 동)에 LCG 는 자회사를 통해 97%의 자금을 출자했다.

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LCG 의 부동산 부문 전망은 밝지 않다. LCG 는 추진 중인 두개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이미 거의 다 양도되었고 Dien Phuoc-Dong
Nai 주거용 프로젝트 (95ha)는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1 년 ~ 2022 년에 매출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LCG 가 정부의 공공 투자 지출 촉진 정책 및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자들도 2020 년 12 월 31 일 이전에 COD 를 따라 잡기
위한 노력 덕분에 하반기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가 가속화되어 2020 년 계획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올해 LCG 의
이익은 부동산 부문의 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 부문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Nhon Hai 태양광 발전소

My Son 1,2 태양광 발전소 착공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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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이익

2021 년 ~ 2025 년 예정 매출 및 이익 (단위:10 억동)

2020 년 예정 건설 매출 구조

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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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