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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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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VN 지수가 990 포인트 선을 돌파하는데 성공했지만 금요일 주춤하며 989.54 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다. 목요일 998.07 포인트로 마감한 VN 지수는 금요일 오후까지 1000 포인트
선을 넘나들었으나 장 마감 전 급락하며 989.54 포인까지 추락했다. HNX 지수는 목요일
113.59 포인트까지 회복하는데 성공했지만 역시 금요일 0.8 포인트 하락해 112.79
포인트로 마감하는데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역전쟁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기업 뉴스



고속도로 건설업자, 정부에 지불 촉구해
도로 건설 회사가 2015년 건설한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 비용의 지불을 당국에 요청
했다. 베트남 인프라 개발 금융투자회사(VIDIFI)는 재무부와 하노이 시에 4조 7천억 동(2억
달러)에 달하는 미지불액의 지불을 요구했다. VIDIFI는 정부가 고속도로 주변에 지어진 Gia
Lam 도심 지역과 공단의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로 미지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
혔다.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는 6차선 150 Km의 규모로 건설됐다. 45조 동(20억 달러 이상)
이 넘는 비용은 대부분 30년 간 10.5~11.4% 이율의 상업 대출로 조달됐다.



VinaCapital, 벤처 투자 펀드 런칭해
VinaCapital이 1천만 달러 규모의 벤처 캐피털 기금 설립을 발표했다. 기술 스타트업 투자
전략 지속이 목표다. 또한 VinaCapital은 첫 번째로 교통기술 솔루션 분야에서 두각을 나
타내고 있는 스타트업 Logivan과 FastGo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VinaCapital 기술투자 이사 Tran Nhat Khanh은 기술자, 과학자, 혁신가들과의 협력을 강
화하는 것이 기금의 설립목적이라고 밝혔다.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난관 해결을 새로운 기
술을 통해 개인과 전체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올리는 이들이다. VinaCapital Ventures
는 또한 투자 기업들에게 동남아시아와 베트남에 있는 VinaCapital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Weekly NewsletterlVietnam2

2. 주요 경제 동향


베트남 국회, 경제특구 법안 심의 미뤄
베트남 국회가 경제특구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 통합을 위해 10월에 있을 6회차 회의에서
법안을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국에 따르면, 국회는 법안에 대한 표결
을 내년 5월 회의까지 보류했다. 유권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
기 위함이다. 당국은 참고를 위해 다른 나라의 경제특구를 연구했지만, 많은 견해가 대립돼
추가 조사를 위해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위안화 사용가능해져
새롭게 발행된 외환 관리 시행규칙이 베트남-중국 간 무역을 촉진시킬 것이라 기대되고 있
다.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8월 28일자로 발급되고 올해 10월 12일자로 시행되는 시행규칙
19/2018/TT-NHNN에 따르면, 베트남 중국 간 국경지대에서 중국 위완화 지불이 가능해진
다.
국경지대의 상인과 거주민들은 상품 매매와 서비스 비용 지불을 위해 위완화 이외에도 베
트남 동, 미 달러, 유로나 엔 등 태환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 상업 은행과 국경 지대의 은
행 지점들, 베트남 중국 국경 통과 경제 지역, 면세품 거래 기관들도 새로운 규칙의 혜택을
받는다. 지불은 동화 혹은 위안화로, 현금과 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베트남은 Lang Son, Quang Ninh, Ha Giang, Lai chau, Lao Cai, Cao Bang, Dien Bien 7
개의 지방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중국 위완화와 베트남 동화의 지불은 이들 지방
의 국경지대에서만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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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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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ATM 인출 제한돼
베트남 중앙은행이 신용 기관 및 외국계 은행 지점에 밤 시간대 ATM 현금 인출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주 발행된 서면요청서에서는 기관 및 은행, 고객의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ATM 인출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또한 질과 양 양면에서 카드 지불 활동에 대한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중앙은행
의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중앙은행은 카드 지불 활동의
절차를 검토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위험 예방 조치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은행은 Agribank를 포함한 여러 베트남 은행이 카드 데이터 절도와, 이른바 ATM 스
키밍 문제로 곤혹을 겪은 후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Agribank는 올해 4월 400
계의 계좌가 절도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잔여기간 금리 안정 예측한 전문가들
많은 상업 은행들이 최근 예금금리를 인상했지만, 전문가들은 인상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고
대출금리 도미노 효과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
년 초에 부과될 자본 사용에 관한 새로운 중앙 은행 규제를 대비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올
려야만 했다.
예금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출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
지될 것이라 전망했다. 은행의 유동성 상태가 좋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율은 안정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2018년 인플레이션률을 4%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신용 규
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신용 성장 한계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에, 잔여 기간 동안 대출
확대를 원하는 상업은행들은 악성 부채를 해결하거나 이차 채권을 발행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중앙은행은 자본 흐름이 생산과 사업, 우선 지역 등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증권, 가계 부채 등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분야의 대출 통제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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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시장 동향


Bien Hoa 부동산 시장 호황
Dong Nai 지방 Bien Hoa 시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 몇 달 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도심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 10-25% 상승했고, 일부 지역은 60% 상승했다. 상반기 전년 대비 141%
증가한 9 억 2 백만 달러가 도시에 투자됐다.
남부 지방의 주요 경제 지역의 한 부분으로서, Bien Hoa 는 12-15%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큰 성장과 함께 평균 소득 역시 증대되고 있다.
Bien Hoa 는 또한 Dong Nai 지방의 경제 행정 중심지이며, 호치민 시 동부의 주요 산업
단지와도 가깝다. Bien Hoa 는 현재 수행 중인 여러 교통 공사 작업에 힘입어 호치민 시와
Vung Tau 같은 핵심 경제 지역과의 연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시의 가치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다.



CapitaLand, 6,100 만 달러에 주요 주거지 인수
CapitaLand 가 베트남 내에서 이번 달의 3 번째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지는 호치민
시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인 2 군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이 60,000 ㎡를 넘는다.
이는 CapitaLand 의 베트남 내 13 번째 주거지 개발에 해당한다. 2021 년을 완공목표로
하는 이번 개발로 100 개 이상의 주거 시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CapitaLand 는 주거지 매매에서 연이은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그룹의 수입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018 년 6 월 30 일 기준 CapitaLand 가 런칭한 주거시설의
93%가 판매됐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은 CapitaLand 의
3 번째 큰 규모의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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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기업 동향


한화, `베트남의 삼성` 빈그룹에 4 억 달러 투자
한화그룹이 4 억 달러(약 9 조 3000 억 동)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한화자산운용은 22 일
베트남 최대 상장사인 빈그룹(Vingroup JSC)으로부터 전환우선주 8400 만 주를 발급받았다.
발행가격은 주당 11 만 976 동으로,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주식의 2% 정도에 달한다.
빈그룹은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현지 최대 민간기업이다.
한화자산운용이 모집·운용하는 사모펀드 형태로 이번 딜이 성사됐으며, 수익자들은 국내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돼 있다. 빈그룹은 이번 딜로 상당한 규모의 외자 유치에 성공했고,
한화 측은 향후 베트남의 성장에 따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More information: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28168)



포스코건설-베트남 롱손 석유화학 계약 체결.. 812 억 규모 석화단지 부지조성
포스코건설은

지난

17

일

태국

시암시멘트그룹(SCG)의

투자법인인

베트남

롱손

석유화학(LSP)과 812 억 원 규모의 '베트남 롱손 석유화학단지 부지조성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4 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에
위치한 바리아 붕따우 주(州) 롱 손 섬에, 석유화학단지 부지 231 만㎡를 조성하고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사다. 총 공사비는 812 억 원이며, 내달 착공해 2020 년 9 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1

월

7500

억

원

규모의

베트남

최초

석유화학단지

조성공사(석유화학제품 저장탱크 설치 공사, 입·출하 부두시설 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부지조성 공사를 추가로 수주함으로써 3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게 됐다.
(More Information: http://www.fnnews.com/news/2018082417091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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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