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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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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VN 지수가 1000 포인트 선을 넘어섰다. 베트남 주식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VN
지수는 목요일 1004.74 포인트로 마감해 1000 포인트 선을 돌파했다. 금요일 1002.97
포인트로 소폭 하락했지만 1000 포인트 선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HNX 지수도 115.80
포인트로 마감하며 연이은 성장세를 보였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임박해 베트남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에너지주와 금융주의 활약으로 이를
극복했다.



개별 기업 뉴스



PNJ, 체납 관련 벌금 부여
Phu Nhuan Jewelry에 수백만 동의 세금이 부과됐다. PNJ의 발표에 따르면, 호치민시 세무
국은 PNJ의 2017년 1월~12월 세금 위반을 처벌하기 위해 5787번 결정문을 발행했다. PNJ
는 법인세(CIT) 체납액의 20%를 벌금으로 부여받았으며 이는 595만 동(263.3 달러) 가량
이다. PNJ는 또한 2,975만 동(1,320 달러)의 세금과 연체료 150만 동(67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2018년 초부터 시장의 활황을 따라 상승했던 PNJ의 주식 가격은 4월 2일 206,000 동(9.1
달러)으로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7월 3일 3개월 만에 76,000 동(3.4 달러)으로 약 2년만
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2. 주요 경제 동향


경제력 집중 관리 위한 새로운 경쟁법
새로운 경쟁법이 경제력 집중 통제를 위한 보다 나은 법적틀을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2018 개정 경쟁법은 6월 12일에 통과된 바 있다. 최근 2018 개정 경쟁법에 관한
워크샵에서, 베트남 경쟁소비자 보호국 Tran Phuong Lan은 해외에서 이뤄진 경제력 집중
거래도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독점 금지법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경쟁법
으로 불합리적인 해운료 및 의약품 가격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력 집중 거래를 더욱
원활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Lan은 밝혔다.
2004년 법에서 시장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지배적이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간
주됐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에서는 지배적 기업이 시장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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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권 제한 완화됐지만 적용 더뎌
상장 기업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규칙이 3년 전 적용됐지만, 외국인
소유권 한도를 없앤 기업은 4%에 불과했다. 2015년 6월 통과된 60/2015/ND-CP 시행령은
외국인의 상장 베트남 기업 보통주 구입 한도를 없앴다. 이전 규제는 외국인 지분을 49%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베트남의 2개 거래소에 상장된 740개의 기업 중 약 3.4%인
25개의 기업만이 외국인 투자 제한 폐지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을 푼 25개
회사 모두가 소유권 그룹의 구성을 크게 변경한 것도 아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49% 이
상을 넘어간 회사는 8개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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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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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지출 공제 어려워
베트남 EY가 주최한 Taxing Times 심포지엄에서 A.O. Smith Vietnam의 Pham Thi Hue
회계장이 페이스북 광고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페이스북에 정기적으로 상품을 광고하
는 회사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의 문서들이 없
어 이를 광고비 지출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에서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통해 대금을 청구하는데, 회사의 신용카드는 종
종 직원명으로 돼 있다고 Hue는 설명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은 직원명으로 발행된 신용
카드 명세서를 개인 지출로 처리한다. A.O. Smith Vietnam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동
일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광고비는 점점 오르지만, 세금 공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Vietcombank, 1년 만에 금리 인상
국영은행 Vietcombank가 지난 주 장기 예금 금리를 1년 만에 인상했다. Vietcombank의
장기 예금 금리(12개월 이상)는 0.1% 포인트 올라 연 6.6%에 도달했다.
인상에도 불구하고 Vietcombank의 금리는 여전히 은행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낮다.
Vietcombank의 금리는 다른 3개 국영은행(BIDV, VietinBank, Agribank)보다는 0.1-0.2%
포인트 낮고 민간은행들 보다는 0.5-1.5% 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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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시장 동향


하노이시, Bac Tu Liem 지역 48.5 헥타르 개발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인구 7000 명 가량의 Bac Tu Liem 지방의 48.5 헥타르 이상 1:500
Vibex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개발 구역은 Duc Thang, Dong Ngac, Thuy Phuong 을
포함한 3 개의 ward 로 확장될 예정이다. Ha Noi Concrete Construction 이 개발을
담당한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개발업자에게 지역 인민위원회 및 시 계획건축부와 협조해
승인 계획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하노이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주택 수요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거주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Vibex 를 충분한 인프라와 접근성을 갖춘 도심 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테크놀로지 회사와 공유 오피스 사업의 새로운 흐름
급성장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회사들과 공유 오피스 사업이 베트남 부동산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전망이다. JLL 은 3 년 전 전체의 5-10%였던 테크놀로지 회사들의 오피스
임대 비율이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경제의 성장세 가속화에 힘입어 향후 10 년 간
잠재적으로 15-2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LL 의 보고서 “Technology firms transform Southeast Asia”에 따르면, 테크놀로지
회사들은 주요 오피스 임차 그룹이 되고 있으며, 종종 신축 건물의 조기 입주자가 되고
있다. 지역의 인터넷 경제 규모는 2025 년까지 2 천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5. 한국 기업 동향


롯데건설, 베트남 프리미엄 주택시장 진출… “새로운 성장동력 기대”
롯데건설이 최근 도시 현대화 열풍이 불고 있는 베트남의 프리미엄 주거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롯데건설은 베트남 푸끄엉(Phu Coung) 그룹과 '베트남 현지 푸끄엉 펄(Phu
Coung Pearl)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위한 공동투자 협약 체결식을 진행, 이번 베트남
진출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푸끄엉 펄은 호찌민에 725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의
지분은 51%로, 본 사업은 향후 분양매출 약 9800 만달러(1098 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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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호찌민에서도 배후 주거지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탄미로이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5 층, 2 개동 규모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짓는다. 오는 10 월에
착공해 2020 년 5 월 준공할 예정이다.
(More information: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914000435)



데코앤이, 베트남 의류기업 합작법인 "4Q 실적 청신호"
여성의류 전문기업 데코앤이가 베트남 의류제조기업 코렐 인터내셔널 그룹과 손잡고
한국과 베트남 의류 사업에 나선다. 데코앤이는 지난 15 일 코렐 인터내셔널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 일 밝혔다. 싱가폴 상장사인
코렐

인터내셔널그룹은

자회사인

스카비가

아르마니(ALMANI)

등

글로벌

브랜드의

언데웨어 등을 생산하고 있다.
MOU 에 따르면 데코앤이와 코렐 인터내셔널그룹은 한국과 베트남에 각각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한국 합작법인은 언더웨어 시장을 노린 제품을 국내 홈쇼핑에 4 분기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제품의 디자인과 브랜드는 프랑스 글로벌 기업과 협업한다. 베트남
합작법인은 데코앤이 의류 브랜드 데코의 베트남 진출을 맡게 된다. 베트남의 백화점과
쇼핑몰 등에 데코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7094034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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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