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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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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 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1153.59 포인트, HNX 지수 131.88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VN 지수는 에너지, 보험, 농업 관련주가 크게 상승하면서 1,170 포인트를 돌파
(2018.03.22)하였으나 최고점 경신에 따른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움직임으로 인해 HDB,
VCB 등 은행 관련주, DHG, DMC 등의 제약관련주 등이 크게 하락하면서 1153.59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개별 기업 뉴스



Vietcombank, 정부 지분 외국 투자자에 매각 예정
정부가

Vietcombank의

정부지분을

외국

투자자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한

이후

Vietcombank는 총 지분의 10%를 매도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Vietcombank의 주
식 경매는 올 상반기에 진행된다.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외국 투자자 중에
는 싱가포르 기반의 투자기업 GIC Private Ltd.과 일본 대형 은행 3사 중 하나인 Mizuho
Bank 등이 있다. 한편 GIC Private Ltd는 이전에 Vietcombank와 예비 자본 인수 계약을
체결 (2016.08)하였으나 시장 가격 (57,500 VND/주)과 체결 가격 (29,000 VND/주)의 차
이가 두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바 있다.



Sabeco, 감사원이 제기한 체납 및 투자 의혹 부인
Saigon Beer, Alcohol and Beverage Corporation (Sabeco)가 외국 파트너사에 지분을
매각하기 전 영업 및 투자 행위에 규정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 모든
활동은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Sabeco는 감사원이 체납액 (2.5조 VND) 납
부 및 Sabeco가 은행, 주식, 투자펀드로부터 입은 손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이후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Weekly NewsletterlVietnam2

2. 주요 경제 동향


작년 對 ASEAN 무역 적자, 65.1억 USD
베트남 관세국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에 따르면 베트남이 작년
ASEAN 국가와의 무역을 통해 무역 적자 65.1억 USD를 기록하였다. 작년 ASEAN 국가와
의 무역액은 총 495.3억 USD였으며 이는 베트남 총 무역액의 11.7%를 차지한 수준이었다.
한편 베트남은 태국과 함께 ASEAN 국가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싱가포
르 (무역 적자 23.4억 USD)가 이었다. 한편,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캄보디아 (무역
흑자 17.6억 USD)였다.

3. 금융 시장 동향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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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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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부실 은행 추가 규제안 발표
시행규칙 04/2018/NHNN-TT에 따라 신용 기관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수석 검사관 및 감독관은 권고서, 경고문
등을 발행하는 것에 더해 부실 신용 기관에 대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조기 개입
통보를 받은 신용 기관은 30일 내에 중앙은행에 은행 상태, 부실 원인 및 해결책을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권, 기업을 위한 특혜 이율 대출상품 출시
상업은행들이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과 경제 생산 부흥을 위해 특혜 이율 대출상품을 내놓
았다. 실제로 BIDV는 20조 VND 규모의 대출 상품을 2018년 중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각각 6.5%, 7.2%의 연이율로 장, 단기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eABank 등 다른 상업은행들도 기업 특혜 이율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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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시장 동향


호치민 시 교외지역 지가(地價), 구정 연휴 전후 최대 30% 상승
호치민 시 교외 지역의 토지 가격이 2017 년 말부터 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호치민 시 9 군의 토지 가격은 구정연휴 이후 10-15% 정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지가는 30% 이상 상승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 예금 이자가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예금이 아닌 토지에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 한국 기업 동향


베트남 진출 보험사 증자 잇달아…, 한화생명도 동참
19 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오는 4 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1 천 500 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 총 출자액이 2 천 445 억 5 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4 천 800 억 원 넘게 증자를 진행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추가
증자를

통해

베트남

감독

규제를

준수하고

최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의 전국 확장과 디지털 환경 선제대응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및
투자기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베트남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신계약
연평균 성장률은 20%대 이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생명보험료 비중인 보험침투율이
1%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경우 생명보험침투율이
7.37%에 달했다.
(More Information: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9424)



CJ 대한통운이 인수한 베트남 1 위 물류기업 ‘CJ 제마뎁’, 본격 운영
23 일 CJ 대한통운은 지난해 인수한 베트남 1 위 민간 종합물류기업 제마뎁의 이름을
‘CJ 제마뎁’으로 바꾸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CJ 대한통운은 지난달 제마뎁의
물류 및 해운 부문 자회사 인수 절차를 마쳤다. CJ 제마뎁은 1990 년 정부 해운 부처 산하
물류기업으로 설립돼 민영화과정을 거쳐 베트남 1 위의 민간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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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현지 인지도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글로벌 제조, 식품 기업에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한통운은 “베트남 1 위 민간 종합물류기업인 CJ 제마뎁을 통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우수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More Information: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310524879155)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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