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V: 66KV~ 

MV: 1KV~66KV 

LV: ~1KV 



LS-VINA 생산제품 

전력선(HV,MV,LV) 가공선 소재 

LSCV 생산제품 

통신선 
(광케이블, UTP) 

전력선 
(MV, LV) 

부스닥트 

양곤 
Yangon 

LS-VINA 

LSCV 

LSGM 

LSGM 

(Yangon) 

LSGM 생산제품 

전력선(LV) 가공선 



LS전선 H&Q Korea 

※ LSGM은 2017년 5월 미얀마에 설립. 2018년 11월 준공 
※ LS전선의 지분율은 2018년말 기준임(주주명부 기준)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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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FDI 추이 

※ FDI 승인액 기준 
※ 자료출처 : 베트남 투자기획부, 이코노미스트, 한국무역협회 

(단위: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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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및 프로젝트 국가 분야 지역 투자액 

Beerco Limited 홍콩 주류 하노이 38억5천만$ 

LG디스플레이  한국 전기전자 하이퐁 4억1천만$ 

ACTR 중국 타이어 떠이닌성 2억8천만$ 

Goertek 홍콩 전기전자 박닌성 2억6천만$ 

HoaHoi태양광PJT 태국 태양광 푸옌성 2억2천만$ 

Guizhou Advance Type  
Investment co.,ltd 

중국 
고무,  

타이어 
띠엔장성 2억1천만$ 

Royal Pagoda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섬유 응메안성 2억$ 

Melko Vietnam 홍콩 전기전자 하노이 2억$ 

 2019년 1~3분기 상위 외국인 투자프로젝트 

※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 

투자국: 홍콩58억$, 한국46억$, 싱가포르37억$ 
투자지역: 하노이 61억$, 호치민45억$, 빈증성 25억$ 



 베트남 전력∙통신 케이블 수요 증가  

전력부문 통신부문 

• 도시화∙선진화를 위한 

  지중화 필요성 증대  

  → HV,MV 케이블 
• 인구밀집, 아파트 증가 

  →빌딩와이어  
• 스마트,초고층 빌딩 증가   

  →부스닥트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보안시스템, 아파트형 인 

  공지능 서비스 등 

  →광케이블 

 

 스마트시티 조성의 주요 목적  
- 지속가능한 정치∙경제 발전 

- 효율적 도시 관리 

- 삶의 질 개선 

- 피드백을 통한 도시 행정 효율화 

→ 관련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대규모 도시 인프라  

    설계 및 서비스 구축사업 임. 

하노이 

호치민 

다낭 

푸꿕 껀터 LSCV 

LS-VINA 

지역 주요 PJT계획 
투자 

규모($) 

하노이 

일본-베트남부동산업체(BRG)그룹 스마트
시티 건설 

373억 

북부 녓떤-노이바이 지역 에코스마트시티 
(하노이인민위원회,스미토모, 롯데그룹 등) 

41억 

흥이엔성 스마트산업단지조성  
(LH,에코랜드) 

0.6억 

STARLAKE CITY(대우건설) 3.7억 

다낭 
스마트도시 발전관련 주요부문 협의 
MOU체결(Viettel) 

2.7억 

호치민 

사이공하이테크파크 스마트가로등시스템  
프로젝트 (트릴리언트사) 

-  

투티엠지역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롯데그룹) 

19억 

껀터 
한국-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 2.2억 

스마트시티 조성 (An Tin Group) 6.6억 

푸꿕 
2020푸꿕섬 스마스시티 계획 
VNPT와 협의, 정보통신인프라 
(광인터넷, 4G) 에 초점 

670억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처 Kotra, 제7차 베트남 전력개발계획, Vietnam Power 
Development Plan 2011-2020> 

투자활동 
‘14~20’년 

(7년) 
‘21~’25년 

(5년) 
‘26~’30년 

(5년) 

발전  421.0 256.3  263.9  

(연평균) 60.1 51.3 52.8 

송∙배전 133.6  102.3  129.3  

(연평균) 19.1 20.5 25.9 

(단위: 억$) 

☞ 송∙배전 시장 현황   

 ∙ 송전: 2020년 지중HV 및 가공선 내수시장 확대 예상 

        지중HV : ’20년 26M$ →’23년38M$ 약 50% 증가 

        가공선  : EVN가공선 대체 PJT ACCC 수요 확대 ‘20년 5개PJT, 55M$    

  ∙ 배전: 대형 PJT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 반영  

         2019년4월 태양광 발전소PJT 50M$ ‘19년~’20년 반영 

         D사 응이손2 PJT 등 27M$ 추가수주 ‘19년 4분기 납품 예정  

<베트남 전력부문 예상 투자규모>  

  





(단위: 억원) (단위: 억원) 

과  목 2018 
2019년 
9월말 

전년 
대비 

자산총계 3,496 3,732 +236 

부채총계 2,060 2,103 +43 

차입금 570 953 +383 

자본총계 1,436 1,629 +193 

   

부채비율 
(%) 

143.7% 129.2% △14.5% 

과  목  
2018년 

3분기누적 
2019년 

3분기누적 

전년 
대비 

% 

매출액 3,257 3,945 +688 +21.1% 

영업이익 132 190 +58 +43.9% 

  이익율(%) 4.1% 4.8% +0.7% - 

세전이익 98 165 +67 +68.4% 

순이자비용 △18 △27 △9 - 

환파생손익 △19 2 +21 - 

기타 2 △1 △3 - 

당기순이익 76 129 +53 +69.7% 

  지배주주  69 121 +52 +75.4% 

* LSGM 누적 영업손실 △12억 



과  목 
2018년 

3분기 누적 
2019년 

3분기 누적 

전년대비 

% 

매출액 2,999 3,753 +754 +25.1% 

영업이익 105 132 +27 +25.7% 

  
이익율 
(%) 

3.5% 3.5% 0% - 

세전이익 80 117 +37 +46.3% 

당기 
순이익 

62 91 +29 +46.8% 

부채비율(%) 247% 287% 40% - 

(단위: 억원) 

과  목 
2018년 

3분기 누적 
2019년 

3분기 누적 

전년대비 

% 

매출액 1,132 1,466 +334 +29.5% 

영업이익 47 90 +43 +91.5% 

  
이익율 
(%) 

4.2% 6.1% +1.9% - 

세전이익 40 82 +42 +105.0% 

당기 
순이익 

36 71 +35 +97.2% 

부채비율(%) 127% 99% △28% - 

(단위: 억원) 





▶ 2019년은 기투자 완료된 광케이블 MV, 부스닥트 등이 실적에 본격 반영,  

    2020년부터 SCR, 배전 및 통신선의 추가 투자 및 미얀마법인의 안정화가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임 

  연결매출액 

 영업이익 

 주요투자 
(Capa) 

 (단위:억원) 

광케이블 2라인 10M$ MV CCV           24M$ 

부스닥트          .20M$ 

미얀마 생산법인 24M$ 

SCR         10만톤 

UTP         1.8M$ 

MV CCV (2차)      24M$ 

Building wire      6.5M$  

 4,037 

 4,413 

  

198 

 2017 2018  2019  2020 

180 

 2021~ 

OFC(‘21~)                        7M$ 

자동차/기기용전선 (‘21~)   17M$  

산업용통신(UTP)(‘22~)      14M$    

 8,000 



법인 생산 제품 / 용도 생산Capa/年 

LS-VINA 

(하이퐁) 

초고압 • 대도시 송전 지중 라인 40M$ 

저/중압 • 건물/공장/발전소 도시 배전 라인  170M$ 

가공선 • 가공 송전 라인 20M$ 

소재 • 전선의 기초 소재 (동/알루미늄) 
Cu 10만톤 

Al 1.8만톤 

LSCV 

(호치민) 

광케이블 • Outdoor 장거리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 20M$ 

UTP • Indoor 사무용빌딩/아파트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 70M$ 

저/중압 • 건물/공장 도시 배전 라인  80M$ 

부스닥트 • 배전 케이블 대용 시스템  20M$ 

LSGM 

(미얀마) 

가공선 • 가공 송전 라인  12M$ 

저압 • 건물/공장 도시 배전 라인  12M$ 

주요 제품 모습 

초고압 

저/중압 

가공선 

소재 

光케이블 

UTP 

부스닥트 

*) 

*) 2019년 상반기 기준 



① Conductor 

② Insulation 

③ Duct ① Conductor(도체 : Al, Cu) 

   - 허용 전류 한계치 높음  

② Insulation(절연 : PET, Epoxy, Mica) 

   - 내열 등급 확보 

③ Duct(외함 : Al) 

   - 열발산 효과 큼 

[ 기본 구조 및 특성] [ 적용 방법 ] 

• 사용처 : 공장, 플랜트, 빌딩 등 

Cable  Busduct 

최대 
50% 축소 

7,500A 1,000A 

Bus Duct 

Cable 

VS. 

점유 면적 적음 

유지 및 보수 용이 

대용량 전류 



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s

https://m.irgo.co.kr/IR-ROOM/2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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