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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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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 주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던 VN 지수가 금요일 주춤했다. 전날 1023.62 포인트를
기록한 마감일 15.23 포인트 하락한 1008.39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HNX 지수는 1
포인트 사이의 증감을 거듭하며 금요일 114.67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유가의 연이은
고공행진이 멈춤에 따라 석유 관련 주들이 대부분 하향세를 보였다. 은행 및 금융주들도
부진했다.



개별 기업 뉴스



Vinamilk, 지역 시장 침체로 신시장 모색 중
베트남 최대 유제품 회사 Vinamilk가 지역 시장 성장 침체를 상쇄하기 위해 외국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유제품 시장은 2017년 4분기 3.3%, 지난 1분기 7%, 2분기 5.3%로 지
난 3분기 동안 연이은 부정적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Vinamilk와 다른 유제품 업체들은
사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Vinamilk는 최근 활발한 M&A를 통해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2014년 캄보디아의
Angkor Dairy Products와의 합작투자에 수백만 달러를 썼고, 2017년에는 전체 지분을 인
수했다. 또한 Vinamilk는 미국의 Driftwood Diary, 뉴질랜드의 Miraka Limited에도 투자
했다. Vinamilk는 현재 높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인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의 현지 기업들을
인수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유제품 소비 수요가 많은 젊은 연령층과 다수의 인구를 보
유한 지역들이다. Vinamilk는 올해 5월 중국 파트너와 MOU를 체결해 장래 중국 수출 활
성화를 도모했다. Vinamilk는 조만간 체결될 중-ASEAN FTA가 300억 달러 규모 시장에
서의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eon, Fivimart와 파트너쉽 해산
리테일 기업 AEON이 손실을 이유로 Fivimart와의 4년 간의 협력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
본 주요 유통업체인 Aeon과 Fivimart 슈퍼마켓 체인 소유주인 Nhat Nam Trade
Company는 9월 27일 Fivimart 체인의 현지 회사 인수에 동의했다.
이온은 Fivimart 지분의 30%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베트남 현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거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날 Fivimart는 브랜드 변경을 발표했다. 9월 28일부터 Fivimart는
자체 로고 옆에 Aeon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Fivimart는 기업 지배구조와, 브랜드 홍보 및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Ae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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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었지만,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Fivimart에서 2016-2017년 판매된
제품 원가는 1조 동을 넘어섰다.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는 총 매출의 80%에 해당한다. 게
다가, 관리 및 재정 지출은 각각 2,720억 동과 118억 동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 주요 경제 동향


19개 국영기업, “슈퍼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석유, 전기, 가스 분야 등의 주요 국영 기업이 국가 자본 관리 위원회에 의해 운영될 예정
이다. 7개 거대 기업인 Perolimex, EVN, Vinachem, PertoVietnam, Vinacomin, VRG,
VNPT가 포함됐다.
“슈퍼위원회”는

그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No.131/2018/ND-CP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19개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7년
말 이들의 국유 자본 가치는 1000조 동(442억 4천만 달러)을 넘어섰고, 총 자산은 2300조
동(1018억 달러)에 달했다.



2020년 11월부터 전자 송장 의무화
정부가 9월 12일 승인한 시행령 119/2018/ND-CP에 따라 2020년 11월 1일부터 모든 기
업에 전자 송장이 의무화된다. 이 법령은 올해 1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르면, 세금 명세 코드와 관계없이 효력일 이전부터 이미 전자 송장을 사용하고 있던
기업은 계속해서 전자 송장을 사용하면 된다. 자체 인쇄한 송장이나 미리 인쇄된 송장, 세
무 당국으로부터 구매한 송장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2020년 10월 31일까지만 이러한 송
장을 사용할 수 있다. 2020년 11월 1월부터는 전자 송장만을 사용해야 한다.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세무당국으로부터 해당 기업이(고위험 기업
으로 추정) 세무당국 명세 코드 사용으로 전환을 요청받았을 때, 만약 기업의 IT 시스템이
전자 송장을 채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시행령과 함께 공포된 양식 03번을 제출해야 한다.
양식에는 세무 당국에 대한 VAT 발급법과 환급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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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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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신용 성장 늦추고 내실 다지기 집중
소비자 금융회사들이 신용 성장률을 낮추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내
실있는 발전을 위해 상환 능력을 갖춘 고객을 선별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베트
남 소비자 금융 시장이 여전히 높은 성장성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 기관의
관리 강화와 악성 채권 위험에 대한 우려로 금융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 집중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은행들 역시 소비자 대출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 Techcombank는 위험성 있는 사업을 운
영할 전략이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본 회사를 매각했다. 소비자 대출의 경우,
Techcombank는 자동차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만을 제공하고 있다.



상호 지배구조 종식시키는 베트남 대형은행들
양호한 주식시장과 긍정적 경제 성장이 대형은행의 타 신용기관 지분보유 종식을 앞당기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규제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Vietcombank 는 최근 Orient Commercial Bank(OCB)의 지분 매각을 성공한 이후,
10 월 12 일 Military Bank 의 5,340 만 주를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6.97%의 소유권
비율을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9,710 만 주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MB 지분의 판매는 상업 은행의 타 신용기관 주식 보유를 최대 2 개, 5% 미만까지 허용하는
중앙은행의 규제에 따르기 위한 Vietcombank 의 움직임 중 하나다. 중앙은행은 자격없는
은행들이 내년 6 월 30 일 이전까지 타 신용기관 소유 한도를 5% 미만으로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Vietcombank 외에도 VietinBank 와 BIDV 역시 타 신용기관 지분 매각을
위해 힘쓰고 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HoREA, 은행 대출 규제에 대한 재고 요청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HoREA)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단기예금의 40%만을 중장기 예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은행 규제의 발효가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HoREA 는 문서를 통해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행한 시행규칙으로 인해 은행의 중장기 대출
이용비율 한계가 2016 년 60%에서 2017 년 50%로 줄어들었고, 2019 년 1 월에는 40%까지
하락한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법률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 비용의 15-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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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의 단기 예금이 총 예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규정 연기의 두 번째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량이 3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올해 9 개월 동안 급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세를 꼽았다.



호치민시, 불법 판매된 토지 회수 및 경매 예정
베트남 호치민시 당국이 지방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판매한 5000 제곱미터 크기의 토지를
회수하고 이를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정부 조사관이 사기 범죄를 적발한 이후, 시 당국은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과 기관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1 군의 8-12 Le Duan Street
토지를 매매한 사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Vo Van Hoan 인민위원장은 자연자원환경국에 토지의 소유권을 회수하고 이를 경매에
부치라고 지시했다. 정부 조사관은 시 당국에 토지를 회수하고 다양한 부서과 기관,
개인들이 저지른 위반 행위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5. 한국 기업 동향


“동남아 시장 가속화” 베트남 전진기지 확보한 SK 그룹
SK 그룹이 베트남 시가총액 2 위 민간기업인 마산(Masan)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동남아 신흥시장 공략에 나섰다. SK 그룹은 최근 베트남 호찌민에서 마산그룹 지주회사의
지분 9.5%를 4 억 7000 만달러(약 5300 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베트남
시장에서 신규사업 발굴과 전략적 인수합병(M&A)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산그룹은 지난해 약 16 억 6000 만달러(약 1 조 9000 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식음료,
축산, 광물, 금융업 등 베트남에서 고성장 중인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SK 그룹은 마산그룹이 매력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에 더해 높은 회계 투명성과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갖춰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

미국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 그룹의 이번
투자는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해외사업 강화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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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921000627)



유진바이오텍, 베트남 현지 유통기업과 20 만불 수출 계약 체결
바이오 소재 연구소 기업인 유진바이오텍(대표 강용수)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유통기업 2 개사와 총 20 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 일 밝혔다. 이 회사는 베트낭
밍 짜우 디벨롭먼트 트레이딩 앤드 서비스와 헬스케어제품 10 만 달러, 아세아 글로벌과
10 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다. 다음달에 펠리즈 츄어블 비타 앤드 아연, 스파
케어 미네랄 마스크 팩 등 제품 2 종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을 통해 베트남에서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http://www.etnews.com/20181001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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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NewsletterlVietnam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