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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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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VN 지수가 급락했다. 개장 첫 날인 4 일 VN 지수는 전 주에 비해 13.6 포인트 떨어진
975.94 포인트에 마감했고, 목요일 960 포인트 선이 붕괴된 958.19 포인트까지 추락했다.
반면 HNX 지수는 주중 비교적 완만한 등락을 거듭하다 111.70 포인트로 마감했다. 개장
마지막날인

7 일 VN 지수는

은행과

보험주들의

선전에 힘입어 968.90

포인트로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개별 기업 뉴스



유니클로, 2019년 가을 베트남 시장 진출
유니클로가 8월 30일 베트남에서의 런칭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가을 호치민 시에 첫 유
니클로 매장이 오픈한다. 유니클로는 타 지역 진출을 고려하기 전, 호치민 시 매장에서 브
랜드의 존재를 확립하고 이름을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유니클로는 시장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UNIQLO 관리자 선발(UMC) 프로그램을 베트남에 곧 도입할 계획이다. 유니클로
의 첫번째 매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Vinalines 상장, 투자자 유치 실패해
9월 5일 상장한 대형 국영 선박 회사 Vinalines가 544만 주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총 상
장주식량인 4억 9천만 주의 1.1%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하노이 증권 거래소가 발표한 Vinalines 상장 결과에 따르면, 42명의 투자자가 540억 동
(239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544만 주를 구입했다. 회사 정관자본금의 0.38%에 해당하는
수치다. Vinalines는 4억 9천만 주(34.8% 가량)를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시작가는 주당 1
만 동(0.44 달러)이었고 최고 낙찰가는 1만 3천 동(0.57 달러)이었다.
전략적 지분 매각이 붕괴된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 IPO의 실패는 예상된 결과였다. 시기
가 좋지 않았으며 재무지표들도 불건전했다. Vinalines는 베트남 해운 업계의 선두주자임
에도 연간 매출과 이익이 낮은 상태다. 2018년 상반기 이익은 연간 목표치였던 6,680억 동
(2956만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730억 동(323만 달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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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제 동향


Vinachem, 타이어 수입업자 적합 인증서 제출 규정 이행 촉구
타이어 수입업체들은 베트남으로의 타이어 수입 시 세관에 적합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국가 화학 그룹(Vinachem)에 의해 제안된 이 법안은 교통부와 산업무역부, 품질관
리부, 베트남 세관 총국에 송부됐다. 품질 관리를 위해 베트남 시장 수입 전 타이어의 적합
인증서 제출이 의무화됐으며, 이에 Vinachem은 관련 당사자들이 수입 타이어 품질을 확인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Vinachem에 따르면, 교통부⋅과학기술부의 4개의 시행규칙에서 수입 및 국내 생산 타이어
제품에 대한 적합 인증서의 의무적 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Vinachem은 자동차 수
입업자들이 강행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당국은 통관 절차 수행 시 인증서
를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다.



재무부, 픽업트럭과 밴 등록세 인상 제안
재무부가 9인승 차량과의 공정성을 위해 픽업트럭과 적재 용량 1500kg 미만 5인승 밴의
등록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9인승 차량의 경우 등록 지역에 따라 10-15%의 등록세가
부과되지만 픽업 트럭과 밴의 등록세는 2%에 불과하다.
이는 차량 등록세에 관한 140/2016/ND-CP 시행규칙 조항의 개정과 보충을 정부에 제안
하는 보고서의 요점 중 하나다.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밴과 픽업트럭과 같은 차량들에 부과
되는 1차 등록세를 9인승 차량 등록세의 60% 해당하는 비율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한편, 차량 판매 시 적용되는 2차 등록세는 자동차 가치의 2%다.
6억 동(25,690 달러)의 픽업트럭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구매자는 자동차 가격의 2%에 해당
하는 1,200만 동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매자는 1차 등록
비로 5,400만 동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세의 경우 현행 요금보
다 약 4.5배 가량 상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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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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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금리 인상한 3개 국영 은행들
몇 달간 이어진 금리 유지 끝에, 3개의 국영 은행들이 최근 금리 인상 기조에 있는 민간 은
행들과의 경쟁을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시행되는 예금
대출에 관한 중앙 은행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수요일 VietinBank는 단기 및 중기 예금 금리를 0.2%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전
Agribank는 1개월 및 1년 금리를 0.2% 포인트 올려 각각 4.3%, 6.8%까지 인상한 바 있다.
화요일 BIDV 또한 온라인 예금 이자를 0.1-0.2% 포인트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국영 은행인 Vietcombank는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Vietcombank의 금리는
위 3개의 국영 은행들에 비해 0.2% 포인트 낮으며 민간 은행들보다는 0.5-1.5% 포인트 낮
다.



사회 보험 기금 90% 국채 투자
베트남 사회 보장국(VSS) Dao Viet Anh 부국장이 현재 사회 보험 기금의 약 90%가 국채
에 투자되고 있다고 지난 주 세미나에서 밝혔다.
국채에 투자된 사회 보험 기금은 안정적이며, 개발 투자 자금 조달에 기여해 공적 부채와
과잉 지출 구조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Anh은 설명했다. 사회 보험 기금의 국채 시장 투자
는 또한 국공채 만기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과거 10년이 최장기간이었던 국채 만기
는 현재 30년까지 늘어났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다낭-Quang Ngai 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
다낭-Quang Ngai 간 고속도로 전체가 9 월 2 일 완전 개통됐다. 중부 주요 경제 중심지
간의

거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낭-Quang

Nhai

고속도로는

총

139.2km 가량으로, 131.5km 의 고속도로 및 국도 1A 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7.7km 의
국도로 구성됐다. 속도 제한은 시속 120 km 다. 현재 베트남 중부 핵심 경제 지역인 다낭,
Quang Nam, Quang Ngai 를 가로지른다. 이번 개통으로 기존 1A 국도 이용 시 3 시간이
소요됐던 다낭과 Quang Ngai 간 이동시간은 1 시간 반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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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 외국인 부동산 소유 프로세스 제도화 필요 지적해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대다수가 소유권 증서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은 2015 년 7 월부터 토지 외 부동산 혹은
주거지역과 아파트 프로젝트의 총 30% 이하의 선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호치민 시 부동산 협회(HoREA)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토지 구매 허가 이후
1,000 채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들은 최근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pink book(토지권리증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음에도, 정부에서 아직 증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치민시 건설국장
Tran Trong Tuan 은 지연의 이유 중 하나로 외국인이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지역에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공안부와 국방부가 이 지역을 지정해야 하지만, 이
부서들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HoREA 회장 Le
Hoang Chau 는 건설부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 한국 기업 동향


KB 증권, 베트남 현지 증권사 첫 증자 추진
KB 증권이 베트남 현지 증권사에 첫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 증권은 베트남 현지 법인인 KBSV 를 인수한 후 처음으로 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검토 중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나 시장에서는 연내 1 조 동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BSV 의 현재 자본금은 약 5000 억 동(약 255 억원)이다.
앞서 KB 증권은 지난해 베트남 현지 증권사인 매리타임증권을 인수해 올해 1 월 베트남
자회사 KBSV 를 공식 출범시켰다. 매리타임증권은 2008 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설립된
중소형 증권사다. 현지에서 자기자본 규모는 24 위, 거래 규모는 15 위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순이익 7 억원을 기록했다. KB 증권이 최근 동남아 진출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시장에서 IB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 확충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More information: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31_0000405837&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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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베트남 법인, 770 억원 증자… 영업망 확장 ‘속도’
베트남우리은행이 현지 고객접점 확대를 위해 자본금을 770 억원 늘린다. 5 일 은행권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SBV)는

지난달

29

일

베트남우리은행이

자본금을

기존

1430 억원에서 2200 억원으로 늘리는 증자 계획을 승인했다. 증자는 9 월 초 마무리된다.
이번 증자로 확보한 실탄은 베트남우리은행의 영업 네트워크 확장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우리은행은 매년 5~6 개 네트워크를 확대해 오는 2020 년까지 베트남 영업점을 20 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6 년 11 월 법인 전환이후 베트남 현지
영업망을 강화하기 위해 네크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 9 월 초
베트남 법인의 증자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re Information: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90417573550658848a88cdc_1&md=20180904182631_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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