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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CANG 물류창고회사(UPCOM: TCW)
(베트남 물류서비스 회사)
기업개요

KEY DATA

TCW 는 2010 년에 설립된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Cat Lai (깟라이 포트)를 통해 수입된

국가

베트남

물건을 창고 보관해 주는 물류 서비스 회사이다.

상장거래소

Upcom

산업 분류

물류서비스

시가총액(동)

4573 억

시가총액(원)
매출액(동)
Per

299 억
7016 억
6.12

Share

19,991,020 주

INFORMATION
써밋에셋
전화:
070-5161-6995

사업현황
주요 5 가지 사업부문:
1. CFS 창고 서비스, 국내 창고, 운송 창고, 보세 창고.
2. 베트남 남쪽에서 컨테이너, 대형, 과부하 및 홀수화물 운송.
3. 포장 / 인출, 물품 점검, 컨테이너 및 물품 운반 서비스.
4. 상품 포장, 재 포장, 라벨링 부착 및 부강 포장 서비스.
5. 디포, M & R 서비스
2020 년 2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4% 증가한 1560 억동, 세후이익은 12.3%
증가한 208 억동을 기록했다. 2020 년 상반기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양륙
매출 증가 및 총 이익마진 19.8%에서 20.9%로 소폭 개선으로 33% 증가했다.
항만 물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해운청에 따르면 베트남 항구를 통과하는
화물의 양은 2020 년 첫 8 개월 동안 7% 증가해 4 억 6 천만톤이 되었다. 컨테이너
처리량은 13 % 증가한 1,420 만 TEU 에 도달했다. 장기간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후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이다. 물류 서비스, 창고 보관, 화물 운송,
포워딩, 하역, 세관 신고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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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함께하다 써밋에셋
투자포인트:
베트남에 가장 큰 항만 운영사 Sai Gon New Port(SNP)의 자회사다. SNP 는 베트남 내 가장 규모가 큰 컨테이너 항만운영사로서
호치민시의 SNP-깟라이, SNP-히엡푸옥, 바리아-붕따우 지역의 SNP-까이멥, 뀌논의 SNP-미엔쭝, 하이퐁의 SNP-128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SNP 는 50 만 제곱미터 이상의 내륙컨테이너기지(ICDS)를 운영하고 있다. SNP 는 베트남 전국 점유율의 51%, 호치민
깟라이 항구 점유율의 93%를 차지한다. SNP 가 TCW 지분의 59%를 소유하고 있는 TCW 가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인
컨테이너 항구인 깟라이 항구에서 선적, 하역 및 선적 서비스를 완전히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VFTA 는 발효되었으며 향후 해운 서비스 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지난 4 년 동안 약 주당 1,800 ~ 2,000 동으로 높고 꾸준한 현금 배당을 유지합니다. 2020 년에는 8.6 %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주당
1,800 동의 현금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컨테이너 물동량

2020 년첫 8 개월 베트남의 컨테이너
물동량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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