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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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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베트남 주식시장의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VN 지수는 지난 주보다 1.9% 상승해
987.05 포인트로 마감했고, HNX 지수는 3.33% 올라 111.62 포인트로 마감했다. 하지만
상승세를 거듭하던 VN 지수가 금요일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동산주, 증권주, 식품주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개별 기업 뉴스



기술 집약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Vingroup
Vingroup이 국제 표준 기술 산업 서비스 사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 내 상위 50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Vingroup은 대학에 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등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 Vingroup은 향후 10년 내 기술 분야에서 10만 명의 학생들을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이 같은 활동들은 기술 개발 및 적용에 초점을 맞춰 2028년을 목표로 국제 기술 표준 산
업 서비스 대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룹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 Vingroup은 또한
VinSmart의 하위회사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VinTech의 설립을 통해 스마트 홈 제품들
의 생산을 늘리고, 자동차의 생산 역시 늘릴 예정이다.
미국 실리콘벨리를 본 딴 기술 중심지인 VinTech City도 하노이에 개발될 예정이다.
VinTech City는 정보 기술 스타트업 회사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리콘벨리와 유사
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Vietnam Railways의 화물 운송 독점 끝나
국영회사 Vietnam Railways가 새로운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랜 화물 운송 독점
을 끝내고 민간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2017-2020년 철도청의
구조 조정 및 매각 계획을 평가하는 마지막 단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승인을 위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 중 Hanoi Railway Transport와 Saigon Railway Transport의 합병이 중점 중
하나다. 합병된 회사는 이후 Vietnam Railways가 지배 주주가 되는 승객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와, Vietnam Railways가 지배 주주로 존재하지 않는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두 개의
회사로 나뉠 계획이다. 특히 화물 운송 부문 회사는 전체 주식을 민간에 매도할 수도 있다.
Vietnam Railways Vu Anh Minh 의장은 “만약 승인을 얻는다면, 민간투자자들이 화물 운
송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촉진시켜 항공 및 도로를 포함한 다른 운송수단과 경쟁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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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 년간 이어진 두 철도 기업의 낮은 효율성으로 초래된 결과다. 재무부의 문서에 따
르면 Hanoi Railways Transport와 Saigon Railway Transport는 낮은 실적을 보여왔고,
항공과 도로, 수로 운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

2. 주요 경제 동향


Binh Phuoc, 10억 달러 상당의 24개 프로젝트 인가
남부 지방의 Binh Phuoc이 총 등기 자본금이 10억 달러를 넘는 24개 투자 프로젝트를 인
가했다. Nguyen Xuan Phuc 총리는 Binh Phuoc 투자 진흥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가
졌다. 컨퍼런스를 통해 Binh Phuoc 지방 인민위원회는 10개의 외국 투자자 프로젝트와 14
개 국내 투자자 프로젝트를 인가했음을 밝혔다. 총 투자 자본금은 11억 3,000만 달러에 달
한다.
Binh Phuoc에는 완전한 인프라를 갖춘 8개의 산업 단지가 있으며, 193 헥타르에 달하는
Minh Hung-한국 산업 단지는 한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100%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한
편, Becamex-Binh Phuoc 산업 단지와 도시 복합 단지는 총 4,600 헥타르 규모이고,
2,400 헥타르의 산업 단지와 2,200 헥타르의 이주지역으로 구성돼있다.
Binh Phuoc은 첨단 기술 및 유기농 분야, 고무, 케슈넛, 후추와 과일 등 농산물 가공 분야
의 프로젝트 유치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쌀 수출업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시행령
쌀의 해외 선적 면허를 얻기 위해 필요했던 규제들이 완화됐다. 새롭게 발행된 시행령에 따
르면, 쌀 수출업자들에게 요구됐던 5,000톤 이상의 저장용량을 가진 창고 한 곳 이상 보유,
시간당 최소 처리 용량이 10톤인 제분시설 보유 등의 자격이 필요 없어졌다.
최근 정부는 쌀 수출 사업과 관련한 이전의 시행령 109/2010을 대체하는 시행령
107/2018을 발행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쌀 수출업자들의 사업 진행을 더 원활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규모 수출업자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쳤던 대부분의 쌀 무역 장벽
들이 제거됐다. 이전 법령에서는 창고와 제분시설이 수출 도시에 위치해야만 했다. 새 법령
은 창고와 제분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할 기관이 발행한 기술 표준을 충족하기
만 하면 된다. 또한, 이제 수출업자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최소 5년의 기간을 두고 임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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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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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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가격 상승에도 베트남으로의 송금 증가해
달러화 강세와 외화 예금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의 송금액이 증가했다. 올해
첫 7개월 간 호치민시로의 송금액은 29억 달러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20% 올랐다.
Nguyen Hoang Minh 호치민시 중앙은행 부국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송금액이 매년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의 거시경제와 환율의 안정하다는 것은 송금액이 달
러로 남아있지 않고 동화로 환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달러화에 대해서는 제로금리
를 적용한다. Minh은 지난 3년간 50억 달러에 달하는 송금액의 21%가 부동산에 투자돼 부
동산 사업과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달러화 가치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기업들
달러화 가치 상승이 수출업자와 달러화로 수익을 얻는 기업들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반
면,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들은 국내 생산을 위한 수입품목의 가격의 상승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대부분 달러화로 요금을 수령하는 베트남 공항 공사(ACV)는 달러화 가치 상승 효과에 힘입
어 4,000억 동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환율의 변동은 섬유의류 산업에도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섬유의류 산업은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지만 재료 수입을 위해 외화를 지
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2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 예로 PV
Power Nhon Trach 2는 미화와 유로화 대출로 인해 110억 동의 손실이 초래됐다. Ha
Tien Cement(13억 동), Dong A Plastics(5억 1,400만 동), Thieu Nien Tien Phong
Plastics(4억 동) 등을 포함한 다른 회사들 또한 환율 관련 손해를 입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베트남 부동산 M&A 의 애로사항들
베트남의 M&A 시장은 올해 6 개월 동안 전년 대비 55% 성장해 35 억 5,000 만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보유한
토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M&A 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부지 청산
및 보상과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소모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서비스 회사 JLL 의 Nguyen Khanh 이사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보통 36 개월 정도 소요되는 M&A 거래가 베트남에서는 1 년 내내, 심지어는 2-3 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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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체계와 미완료 법률 제도로 인해 협상 과정이 길어지고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요공급의 불균형 역시 존재한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호치민 시
동부 및 남부와 같이 수요가 많은 부동산 분야의 표준 프로젝트가 부족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 공략에 나선 PHI Group
다양한 분야에서 M&A 와 투자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다각화 지주회사인 PHI Group 이
Hanoi MHD 와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 공략에 나선다.
PHI Group 은 최근 Hanoi MHD 와 파트너 관계를 맺기 위해 포괄적 협력을 맺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PHI 는 MHD 가 미국 또는 국제 주식 시장의
상장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PHI 는 MHD 와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MHD 와 PHI 는 타 부동산 및 호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5. 한국 기업 동향


수자원공사-중소기업, 베트남서 물관리 기술 시범사업 펼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베트남 북부 닌빈성에서 '스마트 물관리 기술
현지화 시범사업'을 한다고 20 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투자재원을 분담해 국내 물 분야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에 참가한 5 개 중소기업 직원들이 현지에서 20 일부터 5 일간 닌빈성 수도회사의
펌프장, 저수장, 급수관망에 수질과 누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지능형 수질계측기와
누수감지센서, 밸브 전동기 등을 적용한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베트남 실무자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도 병행한다.
수자원공사는 베트남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ore informatio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0/0200000000AKR20180820041200
06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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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베트남 곡물기업과 사업협력 MOU
포스코대우는 베트남 최대 곡물기업 떤롱(Tan Long)과 곡물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쯔엉 시
바(Truong Sy Ba) 떤롱 회장과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떤롱과 곡물
트레이딩(교역) 물량 및 품목 확대를 위한 사업협력 MOU 를 맺었다.
이번 MOU 를 통해 두 회사는 오는 2020 년까지 베트남에 공급하는 사료 곡물 물량을
200 만 t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베트남 전체 사료 곡물 수입시장의 약 10%를
점유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베트남산 쌀·돈육·가공육에 대한 수출 협력을 진행하고, 향후
배합사료의 제조·유통·미곡종합처리장 공동투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More Informatio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4/0200000000AKR20180814158400
00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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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