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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Engineering 2(호치민, TV2)
(전력 건설 컨설팅 회사)
기업개요

KEY DATA

TV2 는 전력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베트남 기업이다. 당사는 엔지니어링, 측량, 제도,

국가

베트남

감시, 관리 및 평가 서비스와 같은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상장거래소

HOSE

산업 분류

전기, 전력

시가총액(동)

1 조 7350 억

시가총액(원)
매출액(동)
Per

867.5 억
3 조 3210 억
8.26

Share

36,014,952 주

제공한다. 또한 35 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과 변전소와 소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전기를 거래한다. 또한, 당사는 전기와 건설부문을 위한 산업용 물자와 기계를 제조,
거래하고 있다. TV2 는베트남 전력공사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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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주요 전기 건설 컨설팅에는 EPC(설계구매시공)프로젝트가 있으며 회사는 전력
프로젝트 투자 활동을 한다.
2020 년 상반기 매출은 3780 억동( -76.3%YoY), 세후이익은 397 억동(-55.3%)
기록했다. 2019 년은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붐이였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 공사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TV2 매출은 크게
늘었다. 2020 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연말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 년
상반기 매출과 수익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0 년 2 분기의 총 이익마진은
전년동기 대비 12.6% 증가한 19.3%다.
투자 포인트
2020 년 하반기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으로 회사의 매출 및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2020 년에 화력, 수력, 재생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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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mau 성의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 2019 년 12 월 착공해 총 투자규모가 2950 억동이며 전력량은 75MW 다. 회사는 25%를
출자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1 년 3 분기에 가동할 예정하며 TV2 가 EPC 계약업체로 직접 참여하게 되며 가동 시 운영을 관리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연간 3500 억 ~ 4000 억동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00KV Duyen Hai 2 송전선 프로젝트: 거의 2 년 동안 시행되었으며 2021 년에 완성할 것이다.
Quang Tri 1 화력 발전소 EPC: 총 용량 1320 MW, 총 투자액은 55 조동이다. 2023~2024 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TV2 에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대규모 프로젝트이며 2020 년 후 매출에 기여할 것이다.
Thac Ba 2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 총 투자규모가 5750 억동으로 연간 5670 만 KWh 로 추산된다. TV2 는 자본금의 45%를 출자한다.
프로젝트는 2020 년에 시작될 것이다.
Gio Thanh 1 & 2 태양광 발전소 EPC 프로젝트: 2020 년 3 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TV2 의 단기 수익을 가져 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V2 한테 1 조 5000 억동의 매출 및 750 억동의 총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재생 에너지의 잠재력:
현재 이 회사는 Vinh Tan 1 단계 태양광 발전소(62MW), Son My 태양광 발전소(50MW), Tan Thuan 풍력 발전소(75MW) 등 많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개방과 함께 전기 전송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가 필요하다.
TV2 의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2019 년에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특히 태양광 발전과 함께 총 4540MW 이상의 총 투입 용량이 있으며, 주로 전력 산업 경험이
없는 투자자의 프로젝트이므로 앞으로 전문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EPC 계약자의 보증 기간이 지나면
TV2 운영 관리 시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회사는 민간 고객 및 BOT 에 발전소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다. 2019 년말까지 TV2 는 약
500MW 의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운영관리 하였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 수준과 높은 잠재력을 가진 TV2 의
성장할 모습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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