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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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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이번 주 베트남 주식시장은 완만한 등락을 거듭하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VN 지수는 지난주보다 0.23% 증가한 935.52 포인트를 보였으나, HNX 지수는 1.78 퍼센트
하락해 105.70 포인트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농업주들이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라오스 댐 붕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기업 뉴스



Bao Viet 그룹, 베트남 보험 시장 1위 기록
Bao Viet 그룹이 1분기 베트남 보험시장 1위에 해당하는 9조 9,000억 동(4억 2,370만 달
러)이 넘는 수익을 거둬들였다. 베트남 보험 협회에 따르면 Bao Viet의 새로운 계약 체결
에 따른 수입은 2조 4,200억 동(1억 570만 달러)에 달했다. 연초부터 6개월 동안 베트남에
서 활동 중인 18개의 생명 보험 회사 수입의 총합은 36조 동(15억 7,000만 달러)이었고,
새로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은 12조 5,000억 동(5억 463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각각 작년
에 비해 128%, 125% 높은 수치다. Bao Viet, Daiichi, Prudential, Manulife, AIA 5개의
회사가 보험시장에서 선두를 달렸다.



사업 다각화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 거물 기업 Vingroup
Vingroup이 결제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기
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National Business Registration Portal에 따르면 Vingroup은
결제 중개 서비스사인 VINID 주식회사에 2조 4,000억 동(1억 320만 달러) 가량을 투자했
다. 이는 지분의 80%에 해당한다.
VINID는 12개의 다른 사업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노이 기획투자부의 등록 인
증서를 받은 상태다. VINID는 현재 모든 Vingroup의 자회사 고객에게 VinID 카드를 발행
하는 Vingroup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6월 Vingroup은 Vsmart 브랜드 스마트폰을 우선으로 해 전자제품을 제작할 것이라고 말
했다. 4월에는 제약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Bac Ninh 북부지방에 의학 연구 및 생산 시설
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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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제 동향
뒤처지고 있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
2018년 상반기 8개의 국영 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승인됐다.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총
자본 규모는 29조 3,700억 동(12억 9,000만 달러)으로, 15조 1,600억 동(6억 6,704만 달러)
가량의 국영 자본이 포함돼있다. 재무부는 또한 Nguyen Xuan Phuc 총리가 동의한 일정에
따라 적어도 85개의 기업들이 그들의 민영화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Huynh Quang Hai 재무부 차관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
해 남은 기간 동안 민영화와 재구조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기업법과 파산법
등의 관련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와 사용자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논의
내년 최저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에서 두 기관은 최저임금 문제에 관한 갈등
을 봉합하지 못했다. 지난 목요일 베트남 노동 총연맹(VGCL)은 지역에 따라 월 220,000330,000 동(9.4-14.6 달러)의 8% 인상안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그러나 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는 내년 최저 임금 인상분이 없어야 한다며 반대를 이어갔다.
두 단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Ngo Duy Hieu VGCL 노동관계부 소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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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시장 동향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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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기관 전체 자산 규모 4,480억 달러에 달해
최근 베트남 중앙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 베트남 신용 기관의 전체 자산 규모가 올
초보다 3.27% 증가한 1경 300조 동(4,478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7개
의 국영 은행의 자산규모는 1.84% 증가해 4,600조 동을 넘어섰고, 합작 출자 상업 은행의
자산은 4.17% 증가해 4,200조 동을 돌파했다. 특히, 외국계 은행과 합작 투자 은행의 자산
은 5.73% 증가해 처음으로 1000조 동을 넘어섰다.



외국 자본, 인수 거래 위해 베트남 주식 시장으로 유입돼
금융 기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의 수익성 있는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베트남 주
식시장에서 자본을 쏟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NFSC)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들이 최근 몇 개월 간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6개월 동안 여전히
매도액보다 매수액이 많았다. 순 매수액은 36조 3,000억 동(16억 달러) 규모였다.
이 수치는 9억-89억 달러의 순매도를 보인 다른 아시아의 신흥 시장보다 베트남의 자본 이
동 흐름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외국 자본 흐름이 새롭게 상장
된 주식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수하기 원하는 회사들의 주식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
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량주들을 매도하는 동시에 권리주 만을 매입했다. 이는 시장의 위
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외국 거대 호텔 기업들, 줄지어 베트남 진출해
관광업 부문과 인프라의 폭발적인 개발에 발맞춰 많은 국제 호텔 브랜드가 베트남에서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많은 유명 호텔 브랜드가 베트남에 진출했다.
Mandarin Oriental 은 Union Square Saigon 과 협조해 첫 번째 고급 호텔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Best Western 또한 FLC 그룹과 현재 중부 Quang Binh 지방에서 Best
Western 의 프리미어 브랜드를 적용한 FLC 호텔의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Aman
Resorts 는 지역 파트너인 Novaland Group 과 협력해 5 월 Azerai 럭셔리 호텔 체인을
운영함으로써 베트남에 진출했다. InterContinental Hotel 그룹은 다낭 시에 위치한
InterContiental Danang Sun Peninsula Resort 의 관리를 맡으며 베트남 주요 개발업자인
Sungroup 과 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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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베트남 2 대 도시의 오피스 임대료 상승 추이 발표
2 분기 베트남의 2 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 시의 사무실 임대료가 원활하지 않은 공급의
영향을 받아 상승했으며, 이 추세가 단기 및 중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C&W 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호치민 시는 주요 지역 건물의 임대를 위한 공실이 한정돼 있어
평균 임대료가 분기별 9%, 연별 18% 증가했다고 C&W 는 밝혔다. 마찬가지로 하노이의
임대료 역시 4 월과 6 월 사이 증가했다. A 급 오피스의 임대료는 분기별 4.1, 연별 8.0%
증가했다. B 급 오피스의 경우 분기별 0.7%, 연별 2.5%의 완만한 인상률을 보였다.

5. 한국 기업 동향


한투증권 베트남 현지법인, 파생상품 시장 진출…외국계 증권사 최초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의 베트남 현지법인(KISV)는 베트남 파생상품(선물)
라이선스를 신규 취득하고 25 일부터 파생상품(선물) 시장에 진출한다고 24 일 밝혔다. 이번
하노이 증권거래소로부터 승인받은 파생상품(선물) 라이선스는 베트남 진출 외국계 증권사
중 최초이며 베트남 전체 증권사 중에서는 여덟 번째다. KISV 는 앞으로 현지 고객 뿐만
아니라 외국인,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시장 점유율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64117)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 투자 '활기'… 직원 기숙사 건설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 사업을 확장하면서 현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는다. 24 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박닌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북부

박닌성

지역의

18 만 6230 ㎡(약 5 만 6000 평)의 토지를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법인에 할당했다. 토지 임대
기간은 2055 년 10 월 17 일까지로 연간 임대 면적은 약 1 만 1941 ㎡(약 3600 평)이다. 향후
이 토지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법인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가 들어선다. 이번 기숙사
건설은 베트남 사업 확대로 현지 직원이 급증하면서 추진됐다. 향후 삼성디스플레이는
베트남 자연자원환경국(DONRE)과 토지 사용료를 비롯한 협상을 거치고 기숙사 건설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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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723152748820096aa5dcdf1_1&md=201807231630
07_J)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권창중 kwoncj5611@naver.com +84-93-277-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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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