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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록)

일본 등 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 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베트남 시장의 요성이 지속 증 되고 있다.한편,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이후,외국인 직 투자(FDI:ForeignDirectInvestment)와 

외무역 심의 로벌한 국가로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베트남에서는 시장 효율

화를 해 주요 산업을 독과  형태로 장악하고 있는 규모 국 기업의 민 화 

작업도 한창 진행 에 있다.미국 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 정(TPP:Trans-

PacificPartnership)을 통해 베트남시장에 한 진출을 추가 으로 확 해 나가려 

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연내타결을 목표로 한-베트남 FTA 상에 

임하고 있다.베트남 시장에서 우리나라 최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M&A 심의 

FDI를 지속 실행하면서 베트남 FDI투자국 1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반면,우리

나라는 GreenField 주의 FDI에 주력하면서 일본에 이어 베트남 2  투자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양국 간의 FDI진출 형태 차이에서,일본은 M&A를 통해 

베트남내 실물경제와 함께 주식시장으로 표되는 베트남 융시장에 한 향력

도 함께 확보해 나가려는 목 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 연구의 목 은 베트남 실물경제의 주가 되고 있는 FDI와 융경제의 주가 되는

주식시장,즉 주가지수(VN :Vietnam StockIndex)와의 상호 계를 악하여,실물

경제와 융경제 한 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M&A형 FDI필요성을 확

인해 보고,이 결과를 우리기업과 정부가 향후 베트남시장에 략 인 투자진출 의

사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이를 해 베트남 

FDI 련 다섯 가지 변수들,즉 로젝트 승인건수,신고 액,실행 액,신고 액

증감액,실행 액증감액과 베트남 주가지수(VN)의 상호 계에 해 각각 피어슨 상

계분석,그랜  인과 계분석,공 분 분석을 통해 실증 으로 검정해 보았다.

검정 결과 베트남 주가지수와 FDI 로젝트 승인건수  신고 액이 높은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랜  인과 계 분석결과에서도 두 변수들 간에 조

건별,시기별로 일방향 ,혹은 방향 인 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

분 분석결과에서도 두 지표들 간에 장기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어 :베트남,FDI,M&A,주가지수,국 기업 민 화,한-베 FTA

학  번 :20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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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Moi)정책1)이후 지속 인 경제개방정책추진으로 외

국인 직 투자와 외무역 심의 로벌한 국가로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2).이

러한 경제개방과 지속성장의 다른 이유는 국,인도를 잇는 아세안 최 의 지

리 요충지로 세계시장과 연결된 동남아 FTA 허 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아세

안 역내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고,양자ㆍ다자간 FTA 8개3)가 발효 이다.TPP

베-EU FTA체결 시 로벌 시장과의 연계는 더욱 확 될 것이 명확하다.한편,9

천만 인구의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평균연령이 30세 이하이고,문

맹률의 6.6%의 근면한 산층(월소득 3~600달러)증가4)로 인한 소비시장도 지속 확

에 있다.

인 라 부족, 후방 생산시설 부족,숙련공 부족 등 비효율 생산구조와 법률과

제도 미비,불투명한 행정 차와 료주의 행태,커미션 문화,부패,인력난과 업,

물가 환율불안,생활여건 미비,지가 상승 등 베트남 경제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하지만 풍부한 노동력,천연자원과 농

수산물,정치 ㆍ종교 안정성 등의 투자 상지로 장 을 보유하고 있고,이러한

장 을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하

이테크,고부가가치 산업에 한 인센티 확 , 국에 289개의 산업단지와 15개

경제자유구역선정,투자유치의 최 걸림돌인 인 라 확충 등이 그러한 노력 일

부이다.계속되고 있는 국 기업 민 화 작업 한 요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이다.

이러한 이유로,세계 각국에서 베트남으로 투자가 지속 확 되고 있는 것으로 본

다.캐논,인텔,노키아 등 로벌 다국 기업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 하고,우리나

라의 삼성,LG등 기업을 필두로 소기업들의 투자진출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 계기 2013년 3 투자국에서 2014년 2 국이 되었으며,

2014년 1~3분기 까지는 1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우리 정부에서도 연내

베트남과 FTA타결을 목표로 상 막바지에 임하고 있다.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나

라 입장에서도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요한가를 증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베트남과 상호보환 인 가치사슬 네트워크를 확충시켜 나가야하는 것이 우

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에서도 베트남 시장은 매우 요하다 할

수 있겠다.

1)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 회에서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한 베트남의 인 개 ㆍ개방정책

2) ‘13년기 외무역의존도 155%,’14년 3분기 말 기 ,외자기업이 수출의 61.8%,수입의 56.2%를 차지

3)ASEAN상품무역 정, 국,한국,일본 인도ASEANFTA,일본-베트남EPA,베트남-호주·뉴질랜드FTA,칠 -베트남FTA

4) 실질 소비계층 :2009년 20% → 2020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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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그리고 베트남 경제에서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는 FDI를 이번 연구

상으로 삼는 이유이다. 다른 에서,실물경제가 융경제로 이되고, 융

경제에 한 향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장기 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제하에,베트남 융 시장

을 표하고,2008년 세계 융 기 이후 침체되었다가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주식시장도 연구의 상으로 함께 삼게 되었다.특히,세계 시장은 차제하더

라도 베트남 시장에서 최 경쟁 계에 있는 일본의 경우,베트남 FDI1 국이자,

FDI형태 하나인 M&A에 있어서도 최 실행국 이라는 5)(일본은 실물경제와

함께 융경제도 함께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그리고 주요산업

을 이끌어가고 있는 베트남 국 기업들의 민 화 과정에서의 M&A와 FDI의 높은

연 성,M&A와 주식시장의 높은 연 성 등을 고려,실물경제의 표 분야인 FDI

와 융경제의 표 분야인 베트남 주식시장을 연구 상으로 삼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자문서화된 객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베트남에서,특히 FDI–

M&A-국 기업민 화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물경제와 융경제에

한 종합 인 베트남 정보에 한 축 을 시도한다는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

으로 베트남에서의 이러한 주요 경제 상들 간의 계를 이해하고,활용하여 향

후 베트남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이 략 으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을 이

번 연구의 의의와 목 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2장에서는 베트남 경제개황과 함께 M&A를 포함한6)외국인 투자유치(FDI),

주식시장을 심으로 한 융 산업 그리고 한-베 경제 계 등 주요 경제 상들 간

의 역학 계에 해 살펴 본 후,3장에서는 FDI와 주식을 포함한 융ㆍ자본시장과

의 계에 한 기존 선행연구에 한 고찰을 통해,베트남 FDI와 주가지수와의

계를 실증 으로 검정할 수 있는 이론 배경을 확인하고자 한다.4장에서는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5장에서는 베트남의 FDI와 주가지수(VN)간의 계를 피어

슨 상 계분석,그랜 인과 계분석,그리고 공 분 분석을 통해 실증 으로 검

정하고자 한다.끝으로 6장을 통해 결론과 시사 을 제시한다.

5)최근 국의 경우도 OFDI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세계에서 차지하는 순 도 1990년 21 에서

2013년에는 미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3 해외직 투자국으로 부상),M&A의 투자비 이 Green

Field를 빠르게 추월,2003년 M&A와 GreenField형태의 투자비 은 각각 10.4%,89.6%로 GreenField

가 압도 으로 많았지만,2013년에는 M&A와 GreenField가 각각 72.2%,27.8%를 차지,M&A의 비 이

폭 확 되었다. 국 M&A투자는 2005년 이후 속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1990년보다 38

배 정도 증가한 502억 달러로 사상 최 치를 기록하 다.[KOTRAGlobalFDIBriefing_제87호,2014.10.27]

6)FDI의 형태는 일반 으로 크게 GreenfieldFDI와 BrownfieldFDI로 구분되며,GreenfieldFDI가 기업을

신설하여 진출하는 것이고,BrownfieldFDI가 Cross-borderM&A에 의한 진출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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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베트남 경제,FDI, 융시장 황 한-베 경제 계

2.1베트남 경제 개황

(1)베트남 경제 발 사 (1975~2013)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제 국가로서 공산당이 유일 정당으로 되어 있다.국토면

33만 1210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1.5배 정도이며 5개 직할시와 58개성으로 구성

되어 있다.2013년 말 기 인구는 약 8,971만 명이며 민족 구성을 보면 베트남족이

85.7%로 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화교 82만 명과 크메르족 등 54개 산악소수민

족으로 구성되어 있다.종교는 불교 신자가 1천만 명 정도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

카톨릭 신자 550만 명,기독교 신자 100만 명이 있다.

베트남은 1975년 베트남 쟁 종식 후 쟁으로 괴된 경제를 복원시키고 계획경

제체제 내에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해 제2차 5개년 경제발 계획(1976-1980)기

간 공업과 농업 성장에 을 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 다.하지만 외원

조의 감소,막 한 군비지출,기후조건의 악화,국 기업 등의 비효율 경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공업생산은 연평균 0.6%,농업생산은 연평균 1.9%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제3차 경제발 5개년계획 (1981-1985)기간 에는 신경제정책 하에서 목표를 다

소 실 으로 조정하고 농업발 과 소비재 생산 증 로 환하면서 농업과 공업

생산이 비교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공고히 하기

해 국가보조 감축,국 기업의 가격책정 자율성 제고 등 사회주의 경제하의 개

을 지속 추진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6-1990)기간에 들어서면서 과거최 후원국이었던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원조가 폭 축소된 가운데,1985년 구화폐를 신화폐와 10 1

로 교환토록 한 화폐개 이 물가 등과 재정 자 등 경제 혼란을 가져오자 베트

남은 면 인 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베트남은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 회에서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한 개 ㆍ개

방정책인 ‘도이모이(DoiMoi)’를 도입하게 되었다.도이모이는 가격자율화,베트남 통

화의 평가 하,농업의 비집단화,민 기업의 장려,외국인 투자의 증 ,국 기업의

자율경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베트남 경제를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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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기 한 범 한 구조개 을 추진하는 것이었다.도이모이정책 도입 후 시

장경제 활성화를 한 법 제도 정비가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선 1987년 12월에는 [외국인투자법]을 공표하여 외국인의 직 투자를 유치하기

한 노력을 시작하 다.외국인투자법이 시장경제체제 활성화를 한 첫 법령으로

제정된 것만 보아도 베트남이 개 기부터 경제개방을 통한 경제발 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991년에는 [기업법]과 [민 기업법]을 제정해서 국 기업의 민 화와 자생 인 민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으며,1993년에는 시장경제의 도입에 필요한 토지제

도 정비를 해 [토지법]을 개정하여 토지의 국가소유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도 토지상속권,토지담보권,토지사용권 등은 인정하도록 하 다.이러한 토지법 개

정을 통해 사실상 토지의 사 소유와 시장 거래를 인정한 것이었다.베트남은 국

가가 경제발 의 총체 인 기획자인 치를 유지하여 2001년 4월 제 9차 공산당

당 회에서 2001-2010년의 10개년 경제ㆍ사회개발 략 2001-2005년간 5개년 경

제ㆍ사회개발계획을 채택하 다.

2001년 12월에는 베트남-미국 무역 정을 발효시킴으로써 베트남 이후 26년 만

에 베트남-미국 경제 계를 정상화하 으며 미국이라는 세계 최 수입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고,이후 미국은 베트남의 최 수출시장으로

발 하게 된다.

베트남은 2001년 4월 제9차 당 회에서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로 처음

공식화하 다.2006년 4월에는 제10차 당 회에서 2006-2010년간 5개년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채택하고 당원의 사기업 활동도 공식 으로 허용하 다.2007년의

WTO 가입은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놓기도 했지만,베트남 경제가 외

개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재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과 지정학 치 등으로 주목

받으며 차세 아세안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앞서 설명한 ‘86

년 "도이머이(刷新)정책"(개 ․개방)채택 이후 6-7% 이상의 높은 성장세 달성하

고 있으며,‘12년, 로벌 경제 기와 내수침체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5% 성장률

기록하 으나,’13년 5.4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도 인구 30억 명의 거 시장인 아세안(6억)과 국(13억),인도(12억)를 연결

하는 경제 허 로 부상,베트남 정부는 극 으로 경제개방도 확 노력 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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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특히 최근 TPP,ASEAN+3,RCEP,FTA 등에 극 참여하며 개방도가 확

되고 있으며,향후 TPP와 베트남-EU FTA 정 발효 시,베트남의 외신인도 향

상도 기 되고 있다.한국과도 연내 FTA타결을 목표로 실무 상이 한창 진행 에 있다.

[그림 1]베트남 경제성장률

(단 :%)

자료원 :WorldBank(http://www.worldbank.org/en/country/vietnam)

(2)최근 경제 동향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에 해 외국자본 유입 사회 인 라 구축이 이를 견인하

고 있는 것으로 본다.매년 GDP의 12~18% 규모의 신규 FDI유치,7~9%규모의

ODA 공여7)가 있다.‘11.8월 출범한 신내각은 사회 인 라 구축을 핵심 경제목표로

추진, 국가 도로망 구축을 해 ‘15년까지 총 238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추진

에 있으며, 랜트,자원개발에 일본, 국,유럽의 투자 ODA 규모도 확 되

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연도별 GDP에서 FDI(신고 액)가 차지하는 비

(단 :%)

자료원 :WorldBank(http://www.worldbank.org/en/country/vietnam,베트남 투자청

GDP의 경우 내외 인 악재로 ‘12년 경제성장률 5.2%로 성장세 둔화되었으나

’13년도 5.42%를 기록하며 회복세로 환되었다. 외 으로 유럽발 재정 기가

7)베트남은 우리의 최 ODA수혜 국가이며,양자 기 으로 베트남내 2 (일본1 )원조 공여국가

-2013년 지원규모(백만달러,잠정,지출 기 ):무상 35.48/유상 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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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달성도

2012년 2013년

총액기 80.6% 80.1%

원유세 114.3% 97.9%

세  69.9% 73.9%

국 기업 79.8% 75.0%

민간기업 70.1% 76.6%

외자기업 71.8% 88.0%

개인소득세 86% 75.9%

로벌 경기침체로 확산되며 베트남의 수출여건도 악화되었으나,유럽과 미국의 재정

기가 고비를 넘기면서 수출여건도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내 으로는,국 기업

의 방만 경 에 따른 규모 손실 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8),이와 맞물려 은

행 부실채권 증가 등 융권 경 부실9)우려가 지속 제기되기도 한다.

교역부분에 있어서는,‘13년 수출과 수입 각각 1,321.3억 달러,1,321.2억 달러를 기

록하며,소규모이나 ‘12년에 이어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13년 수출은 약

15.4%의 증가율을 기록하 으며,휴 화(215억 달러,62.9%↑)와 자기기‧컴퓨터

(107억 달러,36.2%↑)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하 다.

‘13년 수입도 수출과 같은 증가율인 약 15.4%의 증가율을 기록,주요 수출품목의 부

품인 컴퓨터‧ 자부품과 휴 화부품이 각각 34.9%,61.9%씩 크게 증가하 다.‘12

년도에 이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외국투자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한

투자 확 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에 의한 수출구조 고도화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 기

조는 지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 정부의 극 인 경기부양정책 지양 등 물가 상승 억제노력으로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6.6%물가상승률 달성하 고,무역수지 흑자와 2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로부터의 외자유입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증가,달러 당 21,036동에서

환율도 안정되어있다.국가 재정은 ’13년도 말 기 ,재정 자 약 195.4조 동을 기록

하며, 상치 4.8%를 과하 다.원유 련 세수확보가 가장 활발하 으며,외자기

업과 민간기업의 세수도 확 된 반면,국 기업의 세수 목표 달성률은 하락하 다.

국 기업의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해 외자기업과 개인소득세(특히 외국인)가 세수

확 에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표 1]베트남 정부 세수 황

주 :2013.11월 기

자료원 :베트남 재무부(MOF;MinistryofFinance),http://www.mof.gov.vn

8)‘10.12월 비나신(국 조선기업)은 45억 달러(GDP5%)에 해 채무불이행 선언,EVN(베트남 력공사)는

주력분야 외의 융,부동산 등에 방만 투자,약 12억 달러 손실

9)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13년 10월 기 약 4.62%로 지난해 순 4.4% 비 소폭 증가,이는 은행권

신고 기 으로 실제 정확한 규모는 정부조차 악이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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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망

GDP 억달러 964 1,060 1,335 1,558 1,712 1,940

GDP증가률 % 5.4 6.4 6.2 5.2 5.4 5.6

1인당 GDP 달러 1,093 1,334 1,543 1,755 1,868 2,096

산업생산증가율 % 7.6 14.0 6.8 4.8 5.9 5.9

수출 억달러 566 715 969 1,146 1,321.3 1,498

수입 억달러 688 835 1,067 1,138 1,321.2 1,497

무역수지 억달러 ▲122 ▲120 ▲98 7.8 0.1 1.0

물가상승율 % 6.9 11.8 18.1 9.2 6.6 7.1

외채 억달러 331 449 531 591 682 -

공채 억달러 347 559 653 758 959 -

외환보유고 억달러 141 154 192 244 308 -

환율 Dong/$ 17,941 19,100 20,663 20,830 21,036 21,368

기 리 % 7 8 9 9 9 9

FDI 억달러 231 199 156 163 216 200

외국인 객 천명 3,772 5,050 6,014 6,847 7,572 8,120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GSO:GeneralStatisticsOfficeofVietnam)/세 ,IHSGlobal

Insight,Bloomberg,WorldBank(http://www.worldbank.org/en/country/vietnam)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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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베트남 외국인투자(FDI) 황

(1)일반 황

계기 으로 1988년부터 2014.9.20.일까지 총 로젝트 승인건수는 17,072건이고

투자 액은 2416.5억 달러이다.이 실행 액은 822.9억 달러이다.2014.9.20.일

계기 국별로는 일본이 투자 액기 363억 달러로 1 투자국이며,우리나라는

334억 달러로 2 를 기록하고 있다.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 만이 각 3,4 를 기

록하고 있다.2014.1.1.~9.20일 기 으로 베트남 1 투자국은 한국으로 로젝트

승인건수 374건,신규투자 액 25.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일본의 투자는 증액투

자에 집 ,한국은 신규투자에 집 되어 있다.

[표 3]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 :US$백만)

구분 1988. 1. 1~2014. 9.20 기준 누계 2014. 1. 1 ~ 9.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일  본 2,410 36,310  11,696  228 830 610 

한  국 3,983 33,430 10,289 374 2,573  985 

싱가포르 1,310 31,033 8,180 65 640 436 

대  만 2,334 28,019 11,775 51 432 386 

버진아일랜드(영) 543 17,873 5,793 20 300 123 

홍  콩 847 13,981 4,443 77 1,362  159 

미  국 706 10,902 2,602 23 40 184 

말레이시아 472 10,665 3,674 19 73 141 

중  국 1,065 7,893 3,113 74 184 174 

태  국 365 6,637 2,927 26 111 39 

네덜란드 217 6,581 2,553 19 129 29 

전체 합계 17,072 241,657 82,292 1,152 7,638 3,545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MinistryofPlanning&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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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 9.20 기준 누계 2014. 1. 1 ~ 9.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9,288 133,110 46,926 571 5,135  2,567  

2 부동산경영 434  46,800 12,480 27 868 356 

3 호텔, 외식서비스 357  11,049 2,621 16 26 284 

4 건설 1,124  10,933 4,069 79 519 93 

5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96  9,749 2,072 4 205 7 

6 정보통신 1,035  4,076 2,281 99 34 3 

7 도소매,유지보수  1,273 3,791 1,906 148 173 45 

8 물류운수 420  3,692 1,115 38 96 19 

9 농,임,수산 514  3,639 1,808 14 52 16 

10 예술 오락 146  3,632 1,075 5 9 -95 

11 채광 82  3,274 2,606 - - 6

12 의료와 사회복지 97  1,755 424 6 230 186 

13 기술과학전문 1,632  1,753 954 107 186 55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8  1,350 328 8 65 　-

15 금융, 은행, 보험 81  1,328 1,176 2 5 　-

16 교육, 양성 194  769 179 15 26 0.2 

17 기타서비스 134  750 161 6 2 0.5

18 행정, 지원 서비스 127  210 108 7 7 0.2

합계 17,072 241,657 82,292 1,152 7,638 3,545

산업별로는 2014.9.20. 계기 ,제조,가공분야가 투자 액기 체 55%로 독보

인 1 를 기록하고 있으며,그 뒤를 이어 부동산경 이 19.4%,호텔외식서비스가

4.6%,건설 4.5%로 각각 2,3,4 를 기록하고 있다.

[표 4]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 :US$백만)

자료원 :Vietnam InvestmentReview,MPI(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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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살펴보면,‘07년도 WTO가입 이후 증하 던 외국인직 투자는 그 이후

격히 감소하 으며,’12년도 일본의 극 인 투자확 로 감소세가 주춤하다 ’13

년도 증가세로 환되었다.‘08년,WTO 가입 향으로 외국인직 투자는 1,171건,

71,729백만 달러(신고기 )를 기록하며 액 기 년 비 약 3배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09년 이후 세계 융시장불안과 경기침체로 투자유치실 큰 폭 하락하 다

가 최근 증가세로 환되고 있는 이다.

[표 5] 베트남 연도별 외국인투자

(단 :US$백만)

구분 프로젝트승인 Total registered 
capital 

Implementation 
capital

1988-1990 211 1603.5

1991 152 1284.4 428.5

1992 196 2077.6 574.9

1993 274 2829.8 1117.5

1994 372 4262.1 2240.6

1995 415 7925.2 2792.0

1996 372 9635.3 2938.2

1997 349 5955.6 3277.1

1998 285 4873.4 2372.4

1999 327 2282.5 2528.3

2000 391 2762.8 2398.7

2001 555 3265.7 2225.6

2002 808 2993.4 2884.7

2003 791 3172.7 2723.3

2004 811 4534.3 2708.4

2005 970 6840.0 3300.5

2006 987 12004.5 4100.4

2007 1544 21348.8 8034.1

2008 1171 71726.8 11500.2

2009 1208 23107.5 10000.5

2010 1237 19886.8 11000.3

2011 1191 15618.7 11000.1

2012 1287 16348.0 10046.6

Total 15,904 246,339.4 100,192.9

 

주 :연도별 자료는 2012년도 말까지만 객 으로 확보 가능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MinistryofPlanning&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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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베트남의 기업 환경은 상 으로 아직 열악하지만 최근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개선 에 있다.‘비즈니스 용이성 조사(세계은행,2014)’10)에 따

르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은 189개국 78 로 권이지만 인니,인도 등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주요국 비즈니스 용이성 지수 순 [그림 3]주요국 경제자유도 지수

베트남 인니
말 이

시아
국

종합 78 114 18 90

창업 125 155 13 128

건축인허가 22 153 28 179

세 납부 173 160 32 120

출 36 71 23 71

교역 75 62 11 98

자료원 :세계은행 비즈니스 용이성 조사(‘14) 자료원:해리티지재단(www.heritage.org/index/ranking)

베트남은 WTO가입과 미국과의 정상무역 계(PNTR:PermanentNormalTrade

Relations)체결 등을 비하면서,투자환경을 개선한데 이어 통합투자법,기업법,토

지법 등을 제ㆍ개정해오고 있다.베트남에 투자하는 주요국들은 한국,일본, 만

등으로부터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EU 등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생산기지

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4]베트남 FDI액 세계비 추이 [그림5]베트남FDI와외국인주식순매수추이*

주:2014년은 상반기실 *2배로 추정
자료원 :호치민거래소,한국투자증권 KoreaEquityResearch(2014.8)

10)WorldBankGroup(http://www.doingbusiness.org/rankings)



- 12 -

(2)베트남에서의 FDI형태11)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형태는 투자방식에 따라 100% 외국인 투자회사,

합작투자회사,경 력 계약(BCC),BOT,BTO,BT,기업 인수합병,주식 매입의

형태로 나뉜다.

1)합작투자회사

기본 으로 외국투자가는 베트남 국내 투자가와 합작으로 기업법에 의거하여 다음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투자자는 두 가지 투자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M&A를

통한 신규 법인설립 는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 트 로 참여하는 방

법이 있다.합작투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며,합작

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① 베트남 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 기업

②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법인 설립

③ 지분의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한 투자활동 참여

④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

2)100% 외국인 투자회사

100% 외국인 투자는 1인 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상기 형태의 투자방식을 통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베트남 투자자와의 합작을 강제요건으로 하는 분야

를 제외하고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3)경 력계약 (BCC:BusinessCooperationContract)

경 력계약은 투자자간 투자 사업을 수행하기 해 날인된 문서에 의한 투자

형태로,별도의 회사설립 없이 각 투자자에게 책임과 사업결과의 배분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원유 천연가스 개발,기타 자원개발에 한 경 력계약(BCC)

은 련법 투자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BCC사업의 경우 조정 원회를 설치해

야 하며 외국투자가는 베트남 내에 운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투자승인 기 에

등록이 필요하다.

11)베트남 기획투자부(MPI) KOTRA공 ,‘베트남 투자가이드(2014)’pp35~36에 나와 있는 직 투자

형태며,BAKER&MCKENZIE발행,‘FormsofDoingBusinessinVietnam(2011.1)’에서는 베트남 투

자형태를 LLC,JointStockCompany,PartnershipCompany,BCC,BOT,BTO,BT,PPP(Public-Private

Partnership),JointVentureCompany,100% 외국인 출자기업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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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OT(Build Operate Transfer),BTO(Build Transfer Operate),BT(Build

Transfer),BO(BuildOperate)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BOT,BTO,BT,BO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는 베트남 투자법으로 인정하고 있으

며,정부에서는 별도의 련 법규를 두어 리하고 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교통,

력,항만,수처리,용수공 등과 같은 인 라 사업과 련하여 계약을 실행할 수

있으며,계약에 한 의무 조건은 베트남 정부 규정과 BOT,BT,BTO계약서

에 따라야 한다.

BOT 계약 :베트남 국가기 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사회간 자본 시설을 건설,경 하고 기간 만료시 이를 무상으로 베트남

에 양도하는 투자형식

BTO계약 :투자자가 사회간 자본 시설을 건설한 후,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

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이윤의 획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시간

안 시설 운 권을 부여하는 투자형식

BT 계약 :투자자가 사회간 자본 시설을 건설하고 완료된 후,이를 베트남에 양

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이윤의 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

른 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거나 투자자에게 비용을 계산하

여 주는 투자형식

투자형태별로 살펴본 베트남 FDI투자 황은 표와 같다.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2013년 3월말 기 으로,이 시 에서 100% 외국인 투자회사 합작회가 로젝트

기 97.2%,투자신고 액기 92.8%,실행 액기 90.6%의 비 을 차지했다.

[표 7]투자형태별 베트남 외국인 투자 황 :2013년 3월 기

(단 :US$백만)

투자형태 프로젝트 건수 신고금액 실행금액

100% 순수외국투자 11,968 146,308 48,566

합작투자 2,673 56,719 20,384

BOT, BT, BTO 15 5,900 1,397

경영협력계약 회사(BCC) 216 5,136 4,275

주식회사 194 4,679 1,368

본사 제휴 회사 1 98 83

총계 15,067 218,841 76,074

자료원:베트남 기획투자부(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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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Location
Technical

Specification

Investment

Capital

Investment

form

South Van 

Phong oil refinery
Khanh Hoa

Slated for 

commissioning 

during 2015-2021

8,000

JV

(75% foreign 

investment)

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

Dong Nai

Capacity

: 100 million 

passengers per 

year

5,620 PPP, BOT

Bien Hoa - 

Vung Tau railway

Dong Nai, Ba 

Ria-Vung Tau

Length

: 120.57km
5,000 BOT

Binh Dinh power 

centre
Binh Dinh

Newly-built 

coal-fired power 

plants. Area: 250ha

4,000 PPP

Dau Giay-Lien 

Khuong
Lam Dong

Length

: 200km.

Speed

: 100km/h

3,520 PPP

Upgrading 

Hanoi-Ho Chi 

Minh City

Northen 

region to 

southern region

Upgrading and 

opening some 

stations. Speed

: 90km/h

2,300 BOT, ODA

Da Lat-Dankia 

tourism complex
Lam Dong

Eco-tourism 

resort and 

entertainment 

center

2,000

Domestic, 

Joint Venture 

or 100% FDI

The North-South 

Highway's Ninh 

Binh-Thanh Hoa 

and Thanh 

Hoa-Nghi Son 

sections

Ninh Binh, 

Thanh Hoa

Length

: 121.12km, 

highway

speed:

100-120km/h

1,867 PPP

Noi Bai-Ha Long

Hanoi, Bac 

Ninh, Bac 

Giang, Hai 

Duong and 

Quang Ninh

Length

: 148km.

Speed: 

100-120km/h

1,762 PPP, BOT

Construction of 

a railway into 

Haiphong port

Haiphong Length:57km 1,600 PPP, BOT

한편,베트남 정부는 Decision631/QD-TTgonApril29,2014에 따라 2020년까지

외국인직 투자에 하여 매력 인 국가 로젝트 리스트를 발표했는데,그

Top10 로젝트와 그 유형은 [표 8]과 같다.

[표 8]투자자본 Top10Project투자형태

(단 :US$백만)

자료원 :Decision631/QD-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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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베트남에서의 M & A

1)규정

M&A란 Merger& Acquisition의 약자로 베트남 경쟁법(Law onCompetition)에서

는 Merger란 기업의 모든 자산,권리,부채 등을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고 소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Acquisition이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부 는 일부

를 양수하여 경 권을 넘겨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일반 으로 지분권을 일

부 양도하는 것도 M&A라고 할 수도 있지만,베트남 법 상 엄격한 의미에서는 경

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것을 지칭한다.인수자가 외국투자자인 경우 M&A는 외국

인투자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법상 직 투자의 한 형태로 규정된다. 따라서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등록(Registration)이나 심사(Evaluation)를 거쳐야 한다.우선 투자허

가서 변경 자본 증가 등과 련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 M&A 상 기

업의 사업허가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 양도에 한 승인도 필요하다.특수한

경우로 상 기업이 국 기업인 경우에는 련 부처 재무부의 승인도 얻어야 하

고,인수로 인해 경제력 집 이 래되는 경우에는 베트남 경쟁 련 부처의 승인도

필요하다.

2)지분인수

상장여부에 따른 외국인소유지분 제한 규정도 존재한다.우선 상장회사의 경우에

는 외국인의 소유지분은 49%로 제한되며 사채가 주식으로 환되는 경우에도 체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비상장회사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이

100%지분 소유가 가능하다.다만 국 기업의 경우 은행, 융,증권,보험,무역,물

류 등 분야별로 지분 소유 련 제한이 있다. 한 석유,항공,교육,법률회사 운

분야에서도 각 분야별 법률에 규정된 지분제한이 존재한다.

3)M&A 동향

2009년부터 2013년 1사분기까지,베트남의 M&A 연평균 시장규모는 U$35~40억

내외로,베트남 기업들의 자 난으로 인한 지분매각,시장 진입장벽 회피를 한

략 인수 합병 등,외국인의 M&A가 체 시장의 55% 이상 차지했다.최근 은행

간 통폐합 방만 국 기업 구조조정으로 M&A 시장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국

가별로는 체 외국인 M&A에서 일본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했으며,은행, 융,

유통 서비스 분야에 일본기업들의 M&A 확 추세 지속되고 있다.산업별로는 음

식료,은행, 융 산업에서의 M&A가 두드러졌으며,이는 베트남의 경쟁력 있는 산

업 재 자 경색을 겪는 기업12)에 집 투자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규

모별로는 U$5백만 이하의 M&A가 체 시장의 5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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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지난 4년간 베트남의 M&A시장규모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분기

액(U$억) 11.4 17.5 62.5 49 6.8

건 수 295 345 266 157 14

국가명 일본 국 미국 한국 러시아

U$억(비 ) 9.4(27.0%) 7.2(20.1%) 5.5(15.8%) 5.3(15.2%) 2.0(5.7%)

산업 음식료 은행 융 기술 력,상수도

U$억(비 ) 10.5(30.2%) 9.8(28.2%) 3.3(9.5%) 3.1(8.9%) 2.2(6.3%)

자료원 :Stoxplus(http://www.stoxplus.com/)

[그림 6]국별/분야별 InboundM&A(2011.1~2012.3)

[그림 7]2002~2011년 기간 동안 베트남 외국인 투자 추이

자료원 :Stoxplus(Vietnam M&AResearchReportIssue2,15May2012)

12) Vinamilk,Truemilk(유제품)등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평가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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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베트남 융 시장 황

(1)은행산업

1980년 반까지 베트남의 융산업은 베트남국가은행(SBV :StateBankof

Vietnam)13)이 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 기능을 독 하는 체제하에 있었다.하지만

면 인 계획경제시스템 하의 독 은행체제가 1986년 이후의 사회주의 시장경

제 체제에 부합되지 않게 되자 베트남은 1988년 앙은행에서 상업은행 부문을 분

리하여 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이원 융산업 체계를 구축하 다.이 개 을 통

해 베트남 앙은행은 앙은행의 고유기능에 념하고 상업은행은 비록 국가 소유

하에 놓여있긴 했지만 일반 인 상업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정책에 극 조

하도록 하 다.

1990년 10월 [은행법]의 제정으로 시장지향형 융제도 개 이 본격화되었다.이

[은행법]에는 리정책 개 ,민 상업은행 외국계 합작은행의 설립 허용,은행

의 경 효율성 제고,외환 리 완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은행법]에 근거

하여 1991년에 처음으로 민 상업은행이 설립되고 1992년에는 외국계 은행의 지

개설이 허용되면서 은행산업의 시장화가 추진되었다.

베트남은 [은행법]을 근거로 해서 1990년 지속 으로 은행산업의 민 화,시장화

를 추진하 다.1990년만 해도 베트남의 은행산업은 앙은행인 SBV와 국유상업은

행인 SOCBs를 제외하면 소규모의 소수 신용조합(creditcooperatives)만이 정부의

직 통제를 받지 않는 융기 에 불과했으나,베트남 앙은행 이외에 외환업무

에 특화된 베트남무역은행과 장기 로젝트 융을 담당하는 투자개발은행 등 두 개

의 특수은행이 존재했다.

1991년 처음으로 민 상업은행이 설립되고 1992년 외국계 은행의 지 개설이 허

용된 후 속도로 은행수가 확 되었다.이에 따라 1994년 ,은행 수는 60개에 이

를 정도로 증가했는데,이 가운데는 주식제 은행,외국은행과의 합자은행, 규모

신용조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특히 개 개방 기부터 외국은행의 시장진입이

허용되면서 이미 1995년 9월에 외국은행의 지 이 20개, 표사무소가 60개에 이를

정도로 외국은행의 베트남 융산업 진출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13) http://www.sbv.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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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베트남의 융산업에 한 외국인직 투자가 증가한 것은 1987년 도입된

외국인투자법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베트남 체 으로 외국인직 투자는 1988년

0.32십억 달러에서 1996년 9.0십억 달러로 이 기간 동안 외국인직 투자는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하 다.이 후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베트

남은 주변 동아시아 국가와 달리 1990년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 융 기를 비교

큰 충격 없이 넘겼지만,2000년 들어 여 히 베트남 은행산업의 핵심 치

를 차지하고 있던 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과 비효율 경 등의 문제 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MF와 세계은행은 2001년 4월 베트남에 한 빈곤감축 성장 진 차

을 제공하면서 베트남 융산업의 건 한 발 을 강조하고 은행산업의 개 을 요

구하 다.이후 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감축 등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을 한 정

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부실채권의 부분이 국 상업은행을 통해 국 기업들로 지

원된 정책 자 이라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 다.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은행산업은 베트남 경제의 성

장과 더불어 크게 성장하 는데 특히 아시아 외환 기 이후 베트남 외국인직

투자가 크게 증하는 2000년부터 연평균 30% 내외의 출 증가율을 보

다.그러나 과거 오랜 쟁과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 과정을 겪으면서 은행을 이용

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아직까지 융기 에 유입되

지 않은 지하경제 자 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베트남 체 인구의 약 6%만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개인 ,신

용카드,신용 출 등의 소매 융이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다.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에 베트남 은행산업부문의 신용과 자 조달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31.55%와

28.91%로 매우 높은 수 이었으며,특히,2007년에는 년 비 최고 53.89%와

47.64%의 증가율을 기록하 다.

2005-2010년간으로 볼 때 베트남 은행산업의 신용 증가율은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

인 인도네시아의 동기간 신용 연평균 증가율 14.5%나 태국의 7%보다 히 높았

다.이 게 빠른 베트남 은행산업 부문의 성장은 베트남의 고도경제성장의 결과이

기도 하면서 그 추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은행부문의 신용 성장이 신흥경제성장국가

에서 보편 으로 나타나는 자산거품 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베트남 은행산업부문의 규모는 최근에 훨씬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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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은행산업부문의 총자산은 2007-2010년간에 10,970조

VND(52.4십억 달러)에서 26,900조VND(128.7십억 달러)로 2배나 증가하 다.은행

산업의 자산증가율이 매우 높다해도 베트남 은행산업부문의 규모는 여 히 다른 국

가의 은행산업부문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

베트남은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경제 규모 달

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베트남 앙은행은 재 상업은행의 자산규모

확 를 해 (1)최소 법정자본수 에 한 규제 (2)최소 자본 합비율(CAR:

CapitalAdequacyRatio)에 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2)증권산업14)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발 을 도모하면서 기존 국유기업의 주식제화

를 극 추진하 다.이에 따라 1993-2000년 사이에 총 568개 국유기업의 주식제화

를 실시하 다.하지만 국유기업의 주식제화가 최종 으로는 기업의 자본조달을 용

이하게 하고 경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육성이 실하게 요구

되었다.이에 따라 베트남은 이미 1990년 한국 등 주변국가의 증권거래소 등 자

본시장에 한 경험을 수용하기 해 노력하 다.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증권법,기

업법 투자법 등 자본시장 육성을 한 3 법령을 제정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자본시장 발 을 한 제도정비에 노력하 다.

베트남은 1996년 증권시장 리기구인 국가증권 원회(StateSecurityCommission

:SSC)를 설립하여 베트남 증권시장 개설을 추진하 다.국가증권 원회는 증권시

장의 감독과 신규상장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설립 기에는 독립된 기구 지만

2004년에 정부부서인 재무부 산하에 편입되었다.

베트남은 1998년 ‘증권 증권시장에 한 법령’을 제정하고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 다.이에 따라 2000년에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에 호치

민증권거래소15)가 먼 설립되었고 2005년에는 수도인 베트남 북부의 하노이시에

하노이증권거래소16)를 설립하여 베트남에는 재 두 개의 증권거래소가 있다.호치

민증권거래소는 하노이증권거래소에 비해 기업의 자본 규모가 8배 정도로 크고

기업 공개에 따른 정보의 투명성 등 상장요건도 엄격하다.

14) http://www.ssc.gov.vn/

15) http://www.hsx.vn/hsx_en/

16) http://hnx.vn/en/web/gues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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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출범 당시 상장기업이 2개에 불과했던 호치민증권 거래소의 경우 2012년 6

월의 상장사 수는 2008년 1월의 상장사 수 141개에서 4년 반 만에 2.1배나 증가한

것으로서 베트남 증권시장의 높은 성장속도를 보여주었었다.한편 국공채 거래시스

템을 갖추고 있는 하노이증권거래소는 주식보다 채권 거래가 활발하여 2012년 6월

기 주식수보다 많은 510개의 채권이 상장되었다.하노이증권거래소도 2005년 출

범 당시 상장기업수가 5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 말 87개,2007년 말 112개,2008년

말 168개,2009년 말 257개,2010년 말 367개로 매년 빠른 속도로 상장기업수가 증

가한 것으로 나왔으며,그 시가총액도 주식시가총액보다 많은 169조 동이었다.

베트남은 두 개의 증권거래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주식의 장외거래

가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런 장외시장이 거래 방간의 정보

불균형 등으로 효율 인 시장형성이 어려운 을 고려하여 2009년 6월 하노이증권

거래소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시장을 별도로 개설하 다.

2010년 말 기 이 시장에 등록된 회사의 수는 109개이며 2010년에 9개의 회사가

비상장주식시장(UPCom)의 등록을 취소하고 하노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UPCom이 주식회사의 순조로운 증권거래소 상장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베트남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인 주식

시세인 호치민 증권 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 (VN-Index)기 으로 볼 때 2000년 개

설 당시 주가지수는 100포인트로 출발했으나 1년 만에 571포인트까지 상승하 고

다시 2003년 말에는 120-130포인트까지 하락하 다.이후 미국 증시 등의 호황세

향으로 베트남 증시의 주가지수도 2007년 평균 927로 정 에 다다랐으나

2007-2008년 미국의 서 라임 사태로 발된 세계 경제 기의 향을 받아 2010

년 9월 말에는 450-500수 에서 횡보세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2012년 들어 베트남 국내 거시경제의 어려움이 많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베트남의 높은 인 이션이 억제되고 베트남 경제가 안정 국면을 유지하면

서 주식시장 한 활성화되었다.이에 따라 낙 인 시장 분 기로 2011년까지도

하락세를 나타내었던 주가지수는 2012년 1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차 장기

인 상승국면을 나타내기 시작했다.2014년 상반기 종가 기 으로 베트남 2 증시

의 주가지수인 VN-Index와 HNX-Index는 년 말에 비해 각각 14.6%와 14.9% 상

승하 다.2014.8월 기 ,VN지수는 600선을 넘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7~8

월 VN상승률 4.7%)이는 단기 락에 따른 가매수세 유입,경기회복 기업실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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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VNINDEX2000~2014.9

자료원 :http://en.stockbiz.vn/Default.aspxRaw Data수집

[그림9]VN지수 해외주요지수변화율비교 [그림10]VN지수와 MSCI이머징지수 추이

[그림 11]VN지수 은행 주가 추이 [그림12]외국인주식순매수 VN지수추이*

주 :SACOMBANK,EXPORT IMPORT BANK,VIETCOMBANK,VIETINBANK,

ASIACOMMERCIALBANK,SHBBANK의 주가 평균

자료원 :호치민거래소,한국투자증권 KoreaEquityResearch(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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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로벌 펀드 자 유출입 추이 [그림14]외국인지분한도율 VN지수추이*

자료원 :호치민거래소,한국투자증권 KoreaEquityResearch(2014.8)

(3)베트남 국 기업 민 화 황 베트남 융산업에 미칠 향

베트남에서는 1992년부터 민 화를 시험 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베트남 국 기

업의 민 화는 재까지 총 4단계로 나 어 진행되고 있다.

1단계

▶ 1992년 ~ 1996년

▶ 민 계  시험단계

2단계

▶ 1996년 5월 ~ 1998년 5월

▶ 시험계  

3단계

▶ 1998년 6월 ~ 2002년 5월

▶ 민 계  가속

4단계

▶ 2002년 ~ 

▶ 민 계  진행중

자료원 :Eurocharm(베트남 재무부, Doisongphapluat.com.vn,Deloitte등 자료 재인용)

베트남의 국 기업 민 화 계획은 반 으로 성공 으로 시행되고 있다.1996년

에는 12,000개 던 국 기업은 재 1000개 이하에 불과하다.

[그림 15]국 기업 숫자 공공부문 총 생산량 지분

자료원 :HSBCGlobalResearch(MacroASEANEconomics,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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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에서 국 기업을 민 화하려는 계획은 일 부터 시작되었다.하지만 구

조조정을 보다 효과 으로 단행하고,베트남 내 개 에 한 해외 투자자들의 심

을 높이려던 정부의 노력은 2011년 이후 최근에야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이 까

지 해외투자자들은 한 회사 탐색,IPO일정표,그리고 경 리 인센티 에

한 정보와 투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베트남 정부는 지 도 지속

으로 융분야 공공투자분야에서의 개 을 단행하고 있다.그리고 2014년 3월,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시행될 민 화계획에 한 결의안(15/NQ-CP)를 발표했다.

2011년 ~2013년 동안 구조조정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베트남 정부

재무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각 부처들과 국 기업들에서는 아직 구조조정을

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 베트남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서도 어려움이 있어 부수 인 투자회수 민 화는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불경기로 인해 여 히 업 생산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의 구조조정 느린 속도를 만회하기 해,정부는 2014년 ~2015년 2년 동

안 총 432개 국 기업을 민 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는 한 해에 약

216개의 민 화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다.2014년 재까지 총 76개의 기업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고,55개의 기업이 민 화 되었으며,2개의 기업이 해체되었고,1개

가 매각되고,3개는 산 신청된 상태이다.최근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직물의류공사

(Vinatex)를 포함한 20개 국가단체 기업들에 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승인했다.

[표 10]최근 민 화된 국 기업 황 앞으로 진행될 계획

년 민 된 업 수

2011년 12개 업 IPO

2012년 13개 업 IPO

2013년 74개 업 IPO

2014년 상 40개 업 IPO

2014~2015년 총 432개 업 정

자료원:VinaCapital(Vietnam M & AForum 2014.8.7발표자료)

날짜 앞 로 진행될 민  계  시

2014년 9월 트남항공 - IPO

2014년 7월 트남직물 공사(Vinatex) - IPO

2014년 4/4분

트남투 개 행(BIDV) - 2011년 12월 IPO / 2014년 1월 치

민 증 거래소(Hose)에 등록/ 2014 4/4분 지 정투 들에게 

10% 상  판매할 정

2015년 1/4분 트남 조선산업 그룹(Vinashin)

2015년 1/4분 트남철   해 공사(Vinalines)

자료원 :HSBCGlobalResearch(MacroASEANEconomics,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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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에서는 베트남 내 국 기업 개 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 국 기업은 사기업과 해외기업에 비해 비효율 이기 때문에 민 화는 이런 문

제에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국 기업이 민 화되게 되면 큰 부문의 국 기업 없이 산업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 국 기업은 기업구조가 약하고 불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 이고 부실한

국 기업 분야는 해당 국가의 평 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 거 한 국 기업 분야는 불공정한 경기장이라 할 수 있다.

▪ 국 기업은 재 투명성 기업경 구조 부문에서 뒤쳐져 있다.

▪ 개발에 해서는 국 기업의 비 과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 화가 필요

하다.

▪ 민간부문을 발 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국 기업 민 화는 베트남이 더욱 빠르게 발 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

이다. 2014년 2/4분기 국의 시장조사 문기 인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베트남 상업은행 보고서에서는 국 기업의 민 화는 베트

남 경제에 매우 정 으로 작용 할 것이라 망했다.보고서에 따르면,국 기업의

민 화는 융부문에서의 부실채권의 증가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외국인 투자의 한도를 증 시켜 시장의 유동성이 향상되고,해외투자가 진될

수 있다고 했다.이처럼 민 화가 가져올 여러 변화들 여기에서는 민 화가 베

트남 융산업 경제에 미칠 두 가지 주요 향을 추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부실채권 감소

베트남에서 부실채권은 경제 발 을 해하는 주요 사안이다.베트남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의 비율은 6월 말 4.84%로 나타났으며 2014년 부터 지속 으로 증가하

고 있다고 밝혔다.베트남 최 민간은행인 공상은행(Vietinbank)의 미지 채권

부실채권의 비율은,2013년 1%에서 2.53%로 증가했다.공상은행에서는 9조 5800억

동(4억 5402만 달러)에 해당하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만,이 3조 1700억 동(1억

5023만 달러)에 해당하는 액은 지 되지 못 할 것으로 추정된다.아시아 상업은행

(ACB)의 부실채권은 2013년 말 이후 23%이상 증가한 4조 동(1억 8858만 달러)으로

이는 아시아 상업은행 미지 채권의 3.6% 이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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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미지 채권 부실채권 비율

자료원:www.thanhniennews.com/business/vietnam-reports-steady-rise-in-bad-debts-27915.html

베트남의 부실채권은 2000년 후반의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경제

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핵심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도 국 기업이 담당하게 해 다른 해외 사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국 은행에서는 부동산 분야의 경험이 없는 국 기업 계열사 투자자 개발자들에

게도 극 으로 출을 해주었다.국 기업들에게는 기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는 우호 인 환경이 만들어졌고,이들은 경제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과 자원을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리당국의 미숙한

투자결정은 거 한 투자손실로 이어졌다.정부는 국 기업에서 2012년 약 15달러에

달하는 투자손실에 연계되었다고 밝혔다.국 기업 베트남 융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출을 받고 있고,부실채권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때문에 국 기업을

개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수 으로 단행되어야 한다.

2014년 정부는 국 기업 개 민 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융기 이 아

닌 국 기업에서는 2015년까지 보험,증권,부동산들의 고 험 분야를 처분해야 한

다.세계은행에서는 2013년 말까지 이러한 처분 상의 5분의 1가량이 마무리되었

다고 밝혔다.국 기업이 민 화되게 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운 되게 되며, 험분

야에 한 투자는 제제를 받게 된다.이러한 노력 가장 에 띄는 것은,부실채

권을 확보하고,구조조정을 단행하며,매각을 담당하는 베트남자산운용공사(VAMC)

를 설립한 것이다.2013년 말까지,베트남자산운용공사(VAMC)는 35개의 은행에서

약 19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구입했으며,이는 체 부실채권의 1.1%에 해

당한다.베트남자산운용공사(VAMC)에서는 무이자 특별채권을 발행해 이에 한

지불 을 마련했으며,이는 베트남 앙은행(StateBankofVietnam)의 재융자를

시스템을 이용하기 한 담보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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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외 투자 장려 인수합병(M&A) 진

[그림 17]을 보면 여 히 공공부문이 체 투자의 많은 부분을 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공공부문에서는 2012년 체 투자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부문에서는 총생산량의 32.6%를 생산했지만,총 투자 액의 37.8%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그림 17]에서는 2000년부터 시작된 공공투자의 침

체동향을 볼 수 있다.효율 이지 못한 국유기업들은 이제 더 생산 인 국 기업

민간부문회사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7]공공투자 지분

자료원 :HSBCGlobalResearch(MacroASEANEconomics,2014.7.1.)

2014년 ~2015년 동안 단행될 수 백개의 국 기업 민 화는 베트남 내 인수합병

(M&A)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국 기업에서는 비핵심사업에 한 지분매각

민 화를 통해 시장에 더 많은 자본을 공 할 정이며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국 이통사업자(MobiFone),베트남항공사,비나텍스(Vinatex)

등의 국 기업에 의해 M&A시장은 활성화될 것이고,민간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업

운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민 화 이후,베트남 에어라인,비나텍스 등

주요 기업이 자본화하게 되면 이러한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고 우량한 주식을 창

출해 베트남 국내시장의 순 권에 오르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이러한 주식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상자산으로 하며,많은 우량회사들에서는 더 이상의 해외투

자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해외투자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주를 선호하기

때문이다.2008년 ~2013년 동안 진행된 인수합병은 150억 달러의 가치에 해당한다.

앞으로 2014년 ~2018년 동안 진행될 경제부양 민 화 계획에 따라 시장에서는

200억 달러 가량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상된다.

2014년 1월~7월 동안 국 기업과 국 단체들에서는 2013년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액인 2조 9750억 베트남 동이 처분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처분 과정의 속도는 다

소 느리게 진행되었다.수많은 거 투자기 과 투자자들이 베트남 내에서 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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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함에 따라 베트남주식시장에서는 17,000개 이상의 계좌가 외국인 개인 단체

들에 의해 개설되었다.베트남계획투자부에 따르면 해외직 투자는 2014년 상반기

5개월 동안 약 55억 달러에 달했고,지출 액은 0.4% 증가한 46억 달러 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 기업의 민 화 주식회사화 진을 해 계속 노력하고 있

다.정부는 한 이를 해 시행령 (15/NQ-CP)과 14조 결정문을 체할 결정문

안을 발표했다.국가에서 불필요하게 유하고 있던 지분의 분야와 범 를 축소시

키는 것은 국 기업이 핵심 사업에 더 집 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 인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한다.이 게 되면 필요한 물품 공동시설 서비스를 사회와 안보 방

분야에 공 되게 되고,공공부문이 사회경제 발 의 추 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만들어 다.정부에서는 투자시장을 더욱 장려하기 해 베트남투자개

발은행(BIDV),사베코(Sabevo),페드로베트남가스(PV Gas),베트남 손해보험사인

바오비엣(BaoViet)등 이미 부분 으로 민 화된 국 기업에 한 지분을 이고

있다.민간기업과 해외투자자들은 베트남의 경제가 성장하게 하는 주요 요소로 평

가되고 있다.

[그림18]베트남증시의주요항목별공 물량추이 [그림19]호치민거래소신규상장 IPO추이

자료원 :하노이거래소,호치민거래소,한국투자증권 KoreaEquityResearch(2014.8)

한편,2014년 상반기 IPO총액은 2.0조 동(9,570만 U$),국 기업 IPO는 1.48조동

(7,023만 U$)이 다.2014년 민 화 상 국유기업 163개의 23%(38)개만 IPO를 진

행,국 기업 IPO청약률은 27.6%( 체34.5%) 다.2014년 하반기 IPO규모는 상반기

의 2배 가량으로 상 되고 있으며,7월 말 기 IPO 계획을 밝힌 국유기업은 8개

사로 총 3.01조 동(1.4억 U$)규모이다.국유기업의 추가민 화 (Mobifone등),민간

기업 IPO(상반기에는 국 기업의 50%규모)까지 합할 경우 IPO 액은 더 커질 것으

로 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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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하노이 호치민거래소IPO 상장액추이 [그림21]2014년하반기주요IPO 정내용

자료원 :하노이거래소,호치민거래소,한국투자증권 KoreaEquityResearch(2014.8)

[그림 22]에서와 같이 과거 사례를 볼 때 규모 IPO는 직 1~3개월간 VN지수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 으며,2011년 이후 사례에서는 IPO가 종료되면 VN지수가 다

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림22] 규모상장 IPO시기의VN지수추이 [그림23] 호치민거래소 규모IPO내용비교

자료원 :하노이거래소,호치민거래소,한국투자증권 KoreaEquityResearch(2014.8)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베트남 정부의 국 기업 민 화는 M&A형태의 FDI

를 지속 확 시키는 동시에,이와 연계된 규모 국 기업의 IPO는 베트남 주식시

장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국 기업 민 화는

향후에도 정부주도로 지속 으로 추진될 것이며,이에 따른 베트남 FDI 주식

시장에서의 VN지수를 포함 주요 경제지표에도 계속해서 향을 미칠 것으로 상

되며,이러한 에서 베트남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인 FDI,그리고 국 기업민 화

-M&A-주가지수(VN)로 연결되는 실물경제 융경제에 있어서의 주요 상에

해 실증 인 검정을 통해 이들이 역학 계를 악해 볼 필요성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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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한-베 경제 계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에 외교 계를 수립하 으며,1993년에 경제기술 력

정,무역 정,투자보장 정,항공 정을,1994년 이 과세방지 정,1995년 세

력 정,1998년에 사증면제 정,2003년 한-베 투자보장 정 등을 체결하 다.양국

정부는 경제 력,자원,특허, 세,환경,항공 등 각 분야에 있어 정기 회담을 추

진하고 있으며,2014년 내 양국 간 FTA타결을 목표17)로, 제 지속 상 에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1990년 연평균 19% 의 성

장세를 보여 왔다.2000년 들어 한국기업들의 베트남으로의 진출이 활발해 지면

서 교역규모는 22.5%의 높은 성장세를 보 다.특히 2006년~2007년 2년간 국을

체할 유망시장으로 인식되면서 양국 간 교역규모는 각각 33.3%,50.5%의 성장세

를 기록한 있다.

[그림 24]연도별 한국-베트남 무역추이

(단 :U$백만)

자료원 :한국무역 회(http://www.kita.org/)

‘13년 말 기 ,베트남은 한국의 6 수출 상국,16 수입 상국으로 9 교역

상국이다18).베트남의 입장에서 단일국가 기 ,한국은 3 의 교역 상국(수출 4 ,

수입 2 )이다.‘13년 교역규모는 년 비 약 30.22% 증가한 283억 달러를 기록했

으며,무역흑자는 139억 달러로 베트남은 한국의 4번째 무역 흑자국이다.19)수출은

년 비 약 32.2% 증가한 210.9억 달러,수입은 25.4% 증가한 71.7억 달러를 기

록,무역수지 흑자는 약 28% 증가하여 139.2억 달러 달성했다. 베트남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련 원부자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 흑

자 규모 확 를 주도하 다.

17)‘12.8한-베 통상장 회담(하노이)에서 한-베 FTA 상추징을 선언하고 재 7차 상까지 진행했으

며,양국정상은 ’13.9방베 ‘14.10방한시 한-베 FTA 상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

18)베트남이 차지하는 한국 교역내 상 변화

-수출 :(‘03)17 →(’05)18 →(‘07)13 →(‘10)9 →(‘12)6 →(‘13)6
-수입 :(‘03)35 →(’05)35 →(‘07)32 →(‘10)28 →(‘12)20 →(‘13)16
-교역 :(‘03)23 →(’05)25 →(‘07)25 →(‘10)15 →(‘12)14 →(‘13)9

19)1 흑자국은 국(628억 달러),2 는 홍콩(258억 달러),3 는 미국(20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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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지역 회사명 업종
투자 액
(천U$)

종업원

한국 외국

하노이 삼성 자 베트남 법인(SEV) 제조업 3,500,000 70 32,000

하노이 한일㈜ 하노이사무소 제조업 3,000 70 1,106

하노이 경남비나(지법인) 건설·공사업 721,000 5 10

호치민 호타이어 베트남 유한책임회사 제조업 350,000 22 738

호치민 태 비나 제조업 290,000 80 23,000

카잉호아 비나신조선소 제조업 250,070 70 3,400

호치민 비나신조선소 제조업 250,070 70 3,400

하노이 SK텔 콤 베트남 서비스업 220,000 10 1,400

하노이 동리원비나 건설·공사업 219,000 2 3

하노이 하법인(우호텔) 서비스업 160,325 5 630

푸토 방림네오텍스㈜(비엣 본사) 제조업 120,000 22 1,800

하노이 방림네오텍스㈜(하노이지사) 제조업 120,000 22 1,800

호치민 다이아몬드 라자 서비스업 92,000 5 154

호치민 화승비나 제조업 64,000 70 15,000

호치민 롯데베트남쇼핑 서비스업 61,300 6 900

하노이 한생명보험㈜ 융·보험 60,000 3 70

남딩 원남딘㈜ 제조업 53,000 6 10,094

하노이 우하넬 자(공장) 제조업 52,000 4 640

호치민 창신베트남 제조업 50,000 52 25,000

흥이엔 아성비나 제조업 50,000 1 13

하노이 미원 베트남 제조업 45,485 12 1,000

하이 VPS 제조업 42,256 3 227

호치민 오리온 제조업 40,000 27 2,018

호치민 TSC(한 선합작법인) 제조업 40,000 6 210

흥이엔 알루미늄비나 제조업 37,500 15 200

호치민 CS 드타워 제조업 37,000 20 1,000

호치민 삼성비나일 트로닉스 제조업 36,500 20 300

호치민 포스코 베트남 제조업 519,000 29 629

합계 7,483,506 727 126,742

한편,우리나라의 베트남 직 투자 규모는 334억 달러( 기 ‘14.9.20까지)로

베트남의 제 2 투자국이다. 기 으로 일본(363억 달러)> 한국(334억 달러)

> 싱가포르(310억 달러)로 한국은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체 해외직 투자액

13.8%를 차지하 다.’14년 1~9.20일 까지의 기록으로 만 봤을 때,한국의 베트남

투자신고액은 25.7억 달러로 1 를 기록했다.'14년 2분기말 기 ,총 3,827개의 한

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있으며 투자 액 기 ,호치민을 심으로 한 남부지

역에 약 51.4%( 년 비 3.6%p↓),하노이를 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약 43.9%(

년 비 7.9%p↑)투자 분포하고 있다.지속 으로 교역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양국간 상호 보완 인 가치사슬에 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악된다.

[표 11]베트남 주요 진출기업 황

자료원 :베트남 주요 지방정부(성,시)공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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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규모 확 와 더불어 우리의 투자는 차 다변화/고도화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과거 단순 섬유 가공 주의 투자에서 나아가 1차 속, 자제품

등으로 투자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삼성 자,삼성 기,삼성 디스 이,호치민

가 공장 등 삼성계열사가 총 77억 달러를 투자 완료/진행 이며,LG 자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 하이 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 이다.‘14년~15년 련 소 력

업체 50여개 이상의 신규 투자가 상된다.신규 개방분야인 유통업,서비스업에

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롯데마트,롯데리아,BBQ치킨,카페베네,뚜 쥬르

등 유통 랜차이즈 기업이 성공 으로 베트남 진출했다.상 5 투자업종이 차

지하는 비 이 94% 육박,나머지는 미미한 수 이다.

[표 12]한국의 주요 산업별 베트남 투자 황

(단 :백만,%)

순 분야 투자승인 건수 투자승인 액(U$백만) 비 (%)

1 제조업 2,421 20,260 60.6

2 동산업 80 6,979 20.8

3 건 업 546 2,391 7.1

4 문 /엔 트 24 918 2.7

5 운송/물 60 917 2.7

6 /요식업 89 630 1.8

7 ,도매/ 리업( 통) 180 391 1.1

8 료, 사 공헌 22 219 0.6

9 과학기 262 175 0.5

10 산개 업 2 112 0.3

11 정보통신업 122 111 0.3

12 금 /보험업 10 96 0.2

13 농림 산업 40 91 0.2

14 전기/가스/ 도 28 43 0.1

15 기타 42 37 0.1

16 행정, 지원 비스 19 21 0.0

17 하 /폐기물 10 18 0.0

18 26 11 0.0

체 투자진출 3,983 33,420 99.1

주 :1988.1.1.∼2014.9.20 기

자료원:베트남투자유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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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선행연구에 한 이론 고찰

우선 으로 FDI와 주가와의 직 인 계를 다룬 연구를 찾아보았으나 해당 연

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해서 직 이진 않더라도 FDI와 주가지수와의 계를

간 으로나마 확인해 볼 수 있는 FDI와 M&A, 융 자본시장과의 계에

한 연구들을 집 으로 살펴보았다.추가 으로 FDI와 주요경제변수와의 계

주가와 주요경제변수와의 계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특히 FDI와 주가지수

와의 계만을 직 으로 실증해보기 해 주가지수와 여러 경제지표와의 계를

연구한 것보다,주가지수와 단일 지표인 환율의 계에 한 연구모형에 해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었다.

3.1FDI와 M&A, 융‧자본시장과의 계에 한 연구

FDI와 주가와의 직 인 계에 한 기존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다만,

Giovanni(2005)는 력모형을 용하여 1990년 에 폭발 으로 증가했던 기존 주식

의 매입을 통한 국제 M&A(cross-bordermergerandacquisition)가 USD/EUR환

율을 1995년 7월 13446의 정 에서 하락하게 하여 2000년 10월의 8396까지 하락하

게 했던 것과 같이 FDI의 향 결정요인을 추정한 바 있다.[Giovanni(2005),pp

127-128].Giovanni 융시장의 발 에 따른 규모 유동성 증가로 나타나는 융

심화(financialdepths)는 경제성장, 융시장안정,국제 융시장통합과 같은 여러

상을 가져오며,GDP에 한 주식시장규모의 비율은 국제투자흐름에 한 주식시장

성장의 효과를 설명해 다는 것을 검정하 다20). 한 GDP에 한 은행 기타

융기 의 민간 출액 비율 역시 FDI에 한 향을 보여 다는 것을 밝혔었다

[Giovanni(2005),pp.130-131].

추가 으로 서비스무역자유화 정은 융 신부문의 개방과 서비스무역 개방

을 포함하기 때문에,국제 M&A를 증가시키는 것도 검정했다. 한 이 과세방지

정과 같은 무조세 정이 1990년 이후 격히 증가해 왔고,이에 따라 국제

M&A가 크게 증가했다. 무조세 정은 FDI에 해 (다국 기업에 한 이 과세

철폐 등의)유인책(incentives)과 (다국 기업의 조세 회피능력을 투자국 정부가 감

소시키는)억제책(disincentives)을 모두 포함한다.한편 통화의 평가 하는 FDI유

입을 진시킨다.환율변동성의 증가는 FDI를 수행하는 기업의 략에 따라 FDI

유입의 증감을 가져온다. 컨 외국 기업의 획득비용에 을 두는 경우에 환율

20)GDP 비 주식시장규모가 1%증가하는 것과 Cross-BorderM&A가 0.955%증가하는 만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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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증가는 FDI유입의 감소를 래하지만,투자한 기업에서 획득하는 흐름

이 투자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여타 자산과 양(음)의 상 계를 갖는 경우

에는 환율변동성 증가가 평가 하국의 FDI유입을 감소(증가)시킬 수 있다.그리고

력모형에 투자국과 유치국의 실질소득이 포함하여,실질소득이 클수록 FDI규모

는 증가하며,기업들은 더 낮은 임 을 활용하기 해 FDI를 수행한다고 가정했다.

Aliber(1970)는 산업조직론과는 다른 에서 원천국 기업(sourcecountryfirm)은

더 낮은 이자율로 부채를 차입할 수 있고,주식시장에서 원천국 기업의 주식들은

지국 기업의 수익률보다 더 높게 자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직 투자의 발생

원인으로 주장했다. 통화지역이론(currency area) 는 국가시장재정(national

marketarbitrage)으로 불리는 앨리버의 주장은 다른 산업조직론 의 주장들과는

달리 기업특수우 (firm-specificadvantage)가 아니라 특정통화지역 내부의 모든

기업들에게 획득 가능한 우 에 기 를 둔 것이다.그리고 Aliber(1983)는 다국 기

업이 해외 자본사업계획(capitalprojects)의 자 조달을 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베트남 경제성장에 주요한 요인인 FDI와 련해서는,Lall(2002)은 M&A가 베트남

FDI의 요한 수단이며,향후에도 가장 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으며,

Calderónetal.(2002)은 1987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의 72개국을 상으로 그랜

인과 계 분석 모델(GrangerCausality Model)을 통한 연구 결과,개도국에서는

M&A 이후에 높은 수 의 GreenFieldInvestment가 동반되고,국내투자도 증가하

는 것을 밝혔다.특히 이러한 상은 국 기업 민 화가 진행되는 개도국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선진국에서는 GreenFieldFDI가 M&A와 국내투자

에는 향을 주지 않았지만,경제성장에는 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VUONGQuan-Hoang,TRAN TriDung,그리고 NGUYEN ThiChauHa(2009)21)

의 경우도 이를 인용하면서 베트남에서도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M&A증가에 이

어 FDI가 늘고,경제가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한편,2000년 7월 개장한 주식시장이

6년 후인 2006년에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에 FDI와 M&A,그리고 이 둘 간의 포트

폴리오 투자가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을 제공하여 격히 증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

다.같은 맥락으로 TolmunenandTorstila(2005)는 이러한 FDI와 M&A를 통한 자

본조달을 해 기업들이 상장하려는 의도가 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유럽기업들

이 자국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으로 미국 증시에 자국기업을 상장하 고

(Cross-Listing),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미국기업들이 미국 시에 상장된 유럽 주

요 기업들에 해 M&A활동을 통해 투자를 확 해 나갔다.

21)MergersandAcquisitionsinVietnam’sEmergingMarketEconomy,199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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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FDI와 주요경제변수와의 계에 한 연구

Gastanaga,Nugent와 Pashamova(1998)는 충 이론의 측면에서 1975년부터 1995

년도의 49개의 개발도상국을 상으로 다양한 정치 요인이 해외직 투자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 다.정치변수,환율,임 ,사회ㆍ정치 불안정 등이 해외직

투자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법인세가 미치는 향이 크다는 도 찾아냈

다.법인세의 경우,1퍼센트 증가했을 때,해외직 투자의 0.025퍼센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UNCTAD를 심으로 개도국으로의 FDI유입에 해 (GDP,인구,GDP증

가율,1인당 소비 등)시장크기 요인,(노동력,원료,수송비,세 등)비용요인,(경

쟁기업,소비자 등)제품시장크기 요인,하부구조이용 가능성,(정치 안정성,외국

기업에 한 지 정부 태도,투자유인,소유권 제한, 세보호 등)투자요인,환율안

정성 등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는 모형들이 제시되어 왔다[Veugelers(1991),pp.363].

Myint(1958)는 FDI와 수출이 고용과 경제성장에 향을 주는 것을 잉여분출설을

통해 제시한 바 있으며,Thomson(1999)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으로 외국

인직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외국인직 투자가 1980년 이후

이 지역의 수출확 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Lipsey(1999)는 외국인 투자

를 통하여 아시아 신흥시장국 기업이 미국 등 선진국의 모기업과 연계됨에 따라 해

외시장진출에 향을 받게 되는데 모기업과 연계성이 높을수록 수출이 증가한다고

주장하 다.

3.3주가와 주요경제변수와의 계에 한 연구

(1)산업생산,물가, 리,통화량 등과 주가

Chen,Roll과 Ross(1986)는 1953년 1월~1983년 11월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생산,물가, 험 리미엄(신용평가등 Baa이하의 회사채유통수익률 – 국채유통

수익률) 장단기 리차(장기 리-단기 리)등 거시경제변수와 주가 변동간의

계를 다 회귀분석기법에 의해 분석하 다.이들의 분석결과에서 험 리미엄과

산업생산은 주가와 정의 계를,장단기 리차 인 이션율은 부의 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utler,Poterba와 Summers(1989)는 1926년~1985년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

경제 뉴스가 주가변동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 다.추정결과를 보면 실질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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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산 통화량 증가와 련된 뉴스는 주가상승 요인으로,장기 리,단기 리,

물가 주가변동성의 증가( 는 상승)와 련된 뉴스는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하

으며 이러한 거시경제 뉴스가 주가변동을 설명하는 부분은 20%정도인 것으로 나

타났다.

Thorbecke(1997)는 1960년~1990년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정책 변경이 주가

변동에 미친 향을 VAR모형으로 분석하 는데 페더럴펀드 리 지 율 인하와

같은 확장 통화정책이 가가의 상승요인임을 확인하 다.

(2)환율과 주가

Smith(1992)는 국제 자산선택 최 화 모형으로부터 환율식을 도출하여 이를 독일

마르크/미달러 시장,엔/미달러 시장에 용한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이 모형은

주식뿐만 아니라 통화와 정부채권을 포함하여 구성되었는데 주가변동이 환율결정에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상 으로 통화와 정부채권 가격의 변동은

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한,Jensen& Johnson(1995)는 리의 상승이 환율을 상승시키고,이는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증 으로 보여주었다. Bahmani-Oskooee &

Sohrabian(1992)는 미국에서 주가지수와 달러의 실효환율 간에는 단기 으로 서로

향을 미치는 인과 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 으며,JaydeepMukherjee

& BasadiBhattacharya(2002)는 장기 그랜 인과 계 검정(GrangerCausality

Model)을 사용하여 인도의 주가와 국제 거시경제변수와의 상 성을 분석한 결과,

환율과 주가는 아무런 연 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Broom(2003)은 캐나다와 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 분 검정과 오차수정모

형을 응용하여 개발된 통화론 환율결정모형을 이용하여 환율과 주가 간 공 분이

존재한다는 것과 주가가 환율에 해 장단기에 걸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자본시장 개방폭이 증가하면서 차 주가가 환율에 미치는 향

도 증 되었는데 특히 최완석(1997)은 외국인 투자한도를 23%로 확 한 1997년 5

월 이후에는 환율과 주가 간 부(-)의 상 계를 보이면서 주가가 환율에 미치는

향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을 발견하 다.김용선․차진섭(1999)도 1998년 10월 이

후의 환율과 주가 간 부(-)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 다. 한 김정한․장

원창(1999)도 외국인 주식투자도 환율에 일방 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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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연강흠(1994)은 주식시장 개방으로 인해 리 환율,그리고 주가 간의

상호연 성이 어떻게 변하 는지를 연구한 결과,자본시장 개방 이 에는 외환시장

과 주식시장 간의 가격 메커니즘에 상호연 성이 없었으나,자본시장 개방 이후 두

시장 간의 상호연 성이 증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두 시장 간에는 정보의 유

기 인 계가 강화되었고,한 시장의 불안정성이 다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이

되는 효과가 있는 향후 가격 변동의 험이 증폭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측하 다.

3.4기존 연구의 시사 한계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FDI가 다양한 경제변수와 향을 주고받고,주가

한 주요 경제변수들과 다양한 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실증 으로 검정한 기존

연구는 많았으며 지 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그런데 FDI와 주가가 주요한

경제지표임에도 불구하고,이 두 지표 간에 직 인 상호간의 실증 인 검정에

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다만 FDI와 주식시장 사이에 M&A를 연계해서 간 으

로 두 지표의 계를 조명한 연구는 일부 있었다.

이들 연구 Calderónetal.(2001)이 1980년 말에서 1990년 말 사이 한창 민 화

(Privatization)가 진행 이던 남미 국가들에 한 M&A형태의 FDI가 증하는

경제 상을 그랜 인과 계 분석 모델(GrangerCausalityModel)을 통해 FDI와

M&A,그리고 경제성장과의 상호 향을 검정한 연구가 지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경제 상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에서 주요한 참고 논문으로 활

용하게 된다.

다만,이번 연구는 베트남 GreenFieldFDI와 M&A의 계보다는 베트남 체

FDI와 주가지수(VN)와의 직 인 상호 계를 실증 으로 검정하기 한 것으로,

주식시장과 BrownFieldFDI(M&A)의 계를 직 으로 연구한 Tolmunenand

Torstila(2005)의 연구 FDI와 주식시장 통화지역이론(currencyarea) 는 국가

시장재정(nationalmarketarbitrage)으로 불리는 Aiber(1970)의 연구를 FDI와 주가

지수와의 계에 한 이론 근거로서 보완 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연구모형 설계와 련해서는 주 참고논문인 Calderónetal.(2001)에서도 활

용하고,주가지수와 단일지표와의 계에 한 연구 상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환

율과의 계를 검정하는데 쓰이는 그랜 인과 계 분석 모델(GrangerCausality

Model)을 핵심 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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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모형 설계와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FDI와 주가지수와의 계를 집 으로 조명코자 하며,이와 같이

두 가지 변수에 한 실증 검정을 해 표 으로 쓰이는 연구방법이 선행연구

에 한 고찰결과 주가와 환율 의 계를 밝히고자 할 때 많이 쓰이는 피어슨 상

계분석,그랜 인과 계분석 그리고 공 분 분석이었다.따라서 이 세 가지 분

석방법을 통해 베트남 FDI와 주가지수(VN)와의 상호 계에 한 실증 검정을 해

보고자 한다.

우선 피어슨 상 계분석을 통해 베트남 주가지수와 FDI를 표하는 세부 인

세 가지 지표인 로젝트 승인건수,신고 액,도착 액을 각각 비교하고,추가 으

로 신고 증감액,도착 증감액과의 상 계를 살펴본다.다음으로 그랜 인과 계

분석을 통해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여 변수 간의 인과 계를 추가 으로 검정

해 본다.인과 계를 검정을 해 시차는 연도말 자료를 이용할 때는 1,일별자료를

이용할 때는 1,5,10세 가지의 시차를 가지고 한다.마지막으로 두 지표의 장기

인 계를 공 분 분석을 통해 검정하게 된다.

검정기간은 두 지표의 시계열 자료 확보 가능한 체기간과 2007년 베트남 WTO

가입시 을 기 으로 가입시 이 ,그리고 가입시 이후로 나눠 총 세 가지 기

간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WTO 가입시 후로 기간을 나 는 이유는,베트남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 7일 정식으로 WTO에 가입하 으며,2007년 1월 11일부로

WTO 가입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를 후로 베트남 시장이 본격 개방

되었고,재화 서비스 시장 자유화,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으로 인해 FDI뿐만 아

니라 베트남 경제 체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22)

각 기간 별로 연도말 기 자료 일별자료를 각각 활용한다.FDI 련 지표의 경

우 일별 자료 확보가 어려워 연도말 자료를 그 해 일별자료로 동일하게 용하여

사용하게 된다.각 분석방법을 통해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1)피어슨 상 계 분석 가설 :FDI와 주가지수와는 상 계가 있다.

(2)그랜 인과 계 분석 가설 :FDI와 주가지수와는 상호 인과 계가 없다.

(3)공 분 분석 :FDI와 주가지수와는 장기 인 계가 존재한다.

22)WTO가입 이행조치로 2013년까지 총 10,689개 품목에 해 평균 수입 세율이 17.4%에서 14%로 인

하되었고,특히 농산품의 수입 세는 31.6%에서 21%로,공산품의 수입 세는 36.5%에서 12.6%로 폭

인하되었다. ‘08년,WTO가입 향으로 외국인직 투자는 1,171건,71,729백만달러(신고기 )를 기록

하며 액 기 년 비 약 3배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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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베트남

주가지수(VN)

베트남 FDI유입 련 주요 변수

로젝트
승인건수

신고
총액

도착
총액

년 비
신고증감

년 비
도착증감

평균 408.90 996.23 15662.31 6301.8 1081.96 578.33

표 오차 4.25 88.78 5127.18 1088.92 5682.54 429.64

앙값 391.19 987 12004.5 4100.4 502.9 -0.2

표 편차 230.60 320.09 18486.31 3926.16 20488.68 1549.07

분산 53174.47 102459.7 3.42E+08 15414698 4.2E+08 2399626

첨도 1.67 -0.23 7.89 -2.086 5.47 1.38

왜도 1.37 -0.31 2.60 0.26 -0.03 1.27

범 1070.67 1153 68964 9274.6 98997.3 5433.4

최소값 100.00 391 2762.8 2225.6 -48619.3 -1499.7

최 값 1170.67 1544 71726.8 11500.2 50378 3933.7

측수 2940.00 13 13 13 13 13

가장 큰 값 1170.67 1544 71726.8 11500.2 50378 3933.7

가장작은값 100.00 391 2762.8 2225.6 -48619.3 -1499.7

제 5장 베트남 FDI와 주가지수(VN) 계에 한 실증분석

5.1기 통계량 분석

(1)변수의 통계 특성

베트남 주가지수의 경우 2000년 7월28일부터 2014년 10월6일까지의 일별자료가 객

으로 확보 가능했으며,FDI의 경우 1988~1990년까지의 수치,1991~2012년

까지의 연도말기 ,총승인 로젝트수,신고 액,도착 액,신고 액증감,도착 액

증감에 한 객 수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상 계 인과 계 분석을 해

두 변수의 공통된 기간을 2000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정하 다.

[표 13]기 통계량 분석 결과

상 계 인과 계분석을 해 두 변수에 해 두 가지 방법으로 Data기간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 다.

1)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말 데이터만을 이용

2)FDI련 일별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1년 기간 동안 연도 말 기 수치를 동일하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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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 계 분석

상 계 분석은 연속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 활용되며 변수 간 선형의 련성

(linearrelation)정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상 계 분석은 일반 으로 산포

도로 두 변수 간의 다양한 련성의 형태를 악할 수 있으며,상 계수(Pearson

CorrelationCoefficient)의 추정법은 식(1-1)과 같다.

 ∑  ∑   
∑ 




(1-1)

식 (1-1)에서 추정된 상 계수에 한 가설검정(HypothesisTestforCorrelation

Coefficient)을 한 식은 식 (1-2)와 같다.

  



 

(1-2)

베트남 FDI와 주가지수(VN-Index)간 상 계수 분석결과는 [표 14] [표15]와

같이 나타났다.

1)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말 데이터만을 이용한 경우

기간(2000년~2012년)에 해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 주가지수- 로젝트와의 상 계로 0.70을 보여주었다.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한 연도를 기 으로,기간을 WTO가입 과 가입 후로 나 어 추가 으로 분석

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다.

WTO가입 2000년~2007년까지 VN과 FDI변수간 상 계는 0.816~0.968의 범

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WTO가입 후인 2007년~2012년까

지는 VN- 로젝트승인 건수는 0.95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VN-도착기 액

은 –0.93으로 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연도말 자료를 활용한 피어슨 상 계 분석 결과

구분 로젝트승인 신고기 도착기 신고증감 도착증감

2000~2012 0.70 0.217 0.38 -0.05 0.46

2000~2007 0.82 0.97 0.90 0.98 0.85

2007~2012 0.95 -0.33 -0.93 -0.13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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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자별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

기간(2000년~2012년)에 해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 주가지수- 로젝트와의 상 계로 0.77을 보여주었다.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한 연도를 기 으로,기간을 WTO가입 과 가입 후로 나 어 추가 으로 분

석한 결과,WTO가입 ,2000년~2007년까지 VN과 FDI변수들 간 상 계는

0.89~0.96의 범 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WTO가입 후인

2007년~2012년까지는 VN- 로젝트승인 건수는 0.85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VN-도착기 액은 –0.75로 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말 데

이터만을 이용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

[표 15]일자별 자료를 활용한 피어슨 상 계 분석 결과

구분 로젝트승인 신고기 도착기 신고증감 도착증감

2000~2012 0.77 0.38 0.49 0.15 0.62
2000~2007 0.87 0.96 0.95 0.95 0.93

2007~2012 0.85 -0.05 -0.75 0.20 0.67

5.2두 지표 간 그랜 인과 계 분석(GrangerCausalityModel)

두 변수가 상 성(correlation)을 가진다는 것은 인과 계를 가진다는 것과 다른 의

미이며,수많은 융시계열 자료들은 단순히 의미가 없거나,가성 (spurious)인 것

이 많다.따라서 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인과 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랜 인

과 계 모형(GrangerCausalityModel)의 회귀방정식은 식 (2-1) (2-2)와 같다.

 
  



  
  



    (2-1)

  
  



  
  



   (2-2)

식에서 Y가 X에 일방 인 향을 미치기 해서는 =0,≠0이어야 한다.

반면,X가 Y에 일방 인 향을 미치기 해서는 ≠0,=0인 경우이다.따라서

Granger의 인과성을 통계 으로 검정하기 해서는 식(2-1)과 (2-2)를 추정 후 

=0과 =0의 제약조건하에 재추정이 필요하며,통계 유의성을 검정하기 한 그

랜 인과 계 모형의 F-검정(GrangerCausality‘sF-test)은 식 (2-3)과 같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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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통계량에 의하여 Y와 X의 인과성을 검정하기 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귀무가설

을 기각 는 채택되어야 한다.먼 Y가 X에 일방 인 인과성을 나타내기 해서

는 :=0이 기각되고,:=0이 채택되어야 한다.반면,X가 Y에 향을 미

치기 해서는  :=0이 기각되고,:=0가 채택되어야 한다. 한,인과

계가 방통행 이기 해서는 :=0와 :=0가 모두 기각되어야 하

며,두 변수 간에 인과 계가 없다면 모두 채택될 것이다.

각 조건별,기간별로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여 변수 간에 그랜 인과 계분

석을 추가로 시행한 결과는 [표 16]과 같았다.

연도말 자료를 이용 했을 경우,2000~2012년 기간에 로젝트 승인건수만가 주

가지수에 인과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TO 가입 여부와 계없이, 로젝

트가 승인되고 이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면,어떤 식으로든 해당 로젝트 련 향

을 받는 산업 기업들의 주가에 그 정보의 효과가 반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일별자료를 이용했을 경우,2000~2012년 기간에 걸쳐 시차를 1과 10으로 했을

경우, 로젝트 승인건수와 주가가 서로 인과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시차 5에서는 주가지수가 로젝트 승인건수에 인과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2000~2007년 기간 에는,시차 10에서는 주가지수와 신고총액이 서로 인과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시차1과 5에서는 주가지수가 신고총액에 인과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2012기간 에는 시차1과 10에서 주가지수와

로젝트 승인건수가 서로 인과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가입 이 에는 상 으로 낮은 베트남 시장효율성으로 인해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로젝트승인 여부와 계있는 승인 건수 보다는 시장

에 보다 실질 인 향을 미칠 액과 연 된 신고 액 혹은 신고 증감액과 주가지

수와 계가 더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달리 말해,WTO가입 이 에는 로젝트 승인자체보다 이후 신고 액 혹은 년

비 신고증감액 등 로젝트 승인자체보다는 더 확실한 정보가 자본시장에 반 되

었고,WTO가입 이후에는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져 최 정보가 자본시장에

보다 빨리 반 된다고 해석한다. 로젝트승인 자체가 실제 투자 액신고 실 투

자와 직결되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서의 속성을 더 갖추게 되었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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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그랜 인과 계 분석 결과

　구분 기간 X Y 　식 시차 F P-VALUE 해석

연도말
자료

2000~
2012

프로젝트
승인건수

주가
수

 Y = f(X) 1 5.30** 0.05
프로젝트 승인건수가 

주가지수에 인과 계  미침

X = f(Y) 1 2.45 0.15 　-

2000~
2007

신고
감액

주가
수

 Y = f(X) 1 3.63 0.13 　-

X = f(Y) 1 0.03 0.87 　-

2007~
2012

프로젝트
승인건수

주가
수

 Y = f(X) 1 3.63 0.13 　-

X = f(Y) 1 0.03 0.87 　-

일
자료

2000~
2012

프로젝트
승인건수

주가
수

 Y = f(X)

1 3.06* 0.08
프로젝트 승인건수가 

주가지수에 인과 계  미침

5 1.57 0.16 　-

10 2.46*** 0.01
프로젝트 승인건수가 

주가지수에 인과 계  미침

X =  f(Y)

1 2.93* 0.09
주가지수가 

프로젝트승인건수에 
인과 계  미침

5 4.14*** 0.001
주가지수가 

프로젝트승인건수에 
인과 계  미침

10 5.92*** 6.47E-09
주가지수가 

프로젝트승인건수에 
인과 계  미침

2000~
2007

신고총액
주가

수

 Y = f(X)

1 0.10 0.75 　-

5 0.80 0.55 　-

10 2.92*** 0.001
신고총액이 주가지수에 

인과 계  미침

X =  f(Y)

1 17.44*** 3.12E-05
주가지수가 신고총액에 

인과 계  미침

5 5.42*** 5.95E-05
주가지수가 신고총액에 

인과 계  미침

10 4.01*** 1.88E-05 주가지수가 신고총액에 
인과 계  미침

2007~
2012

프로젝트
승인건수

주가
수

 Y = f(X)

1 9.22*** 0.002
프로젝트 승인건수가 

주가지수에 인과 계  미침

5 0.90 0.48 -　

10 1.61* 0.10
프로젝트 승인건수가 

주가지수에 인과 계  미침

X =  f(Y)

1 24.43*** 8.57E-07
주가지수가 

프로젝트승인건수에 
인과 계  미침

5 5.91 2.05 　-

10 4.59*** 1.88E-06
주가지수가 

프로젝트승인건수에 
인과 계  미침

주) *, **, *** 는 10%, 5%, 1% 에  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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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두 지표 간 공 분 분석

(1)단 근 검정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통 인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허구 회귀

(spuriousregression)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하기 하여 단 근(unitroot)검정을 실시한다.랜덤워크(random walk)23)를

하는 경제변수에 임의의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그 충격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어 불

안정 시계열(nonstationarytimeseries)의 형태가 나타날 경우 그 경제변수는 단

근(unitroot)을 갖게 된다.단 근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표 인 방법으로는

AugmentedDickey-Fuller(ADF)검정법이 있다.AugmentedDickey-Fuller(ADF)

검정법은 DickeyandFuller의 검정법을 발 시킨 것으로 단 근의 유무를 검정하

고자 하는 시계열을 그 시차변수(laggedvariable)와 일정수의 시차차분변수(lagged

differencedvariable)에 회귀시킨 다음,시차변수에 한 계수의 최소자승추정치가

unitroot와 유의하게 다른지를 t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정하는 방법이다.단 근 검정

을 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     
  



     (3-1)

여기서 귀무가설 는   ,즉 단 근이 존재한다는 것이며,검정결과,[표 17]

과 같이,2000~2007년 연도말 주가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단 근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단 근 검정 결과

구분
연도말자료 일별자료

2000~2012 2000~2007 2007~2012 2000~2012 2000~2007 2007~2012

주가지수
Dickey Fuller Test  Statistic -1.57 -6.25*** -2.04 -1.94 -1.72 -1.81

p-value 0.74 0.01 0.56 0.60 0.70 0.66

프로젝트

승인건수

Dickey Fuller Test  Statistic -1.50 -1.05 -0.83 -2.13 -2.40 -1.54

p-value 0.76 0.91 0.95 0.52 0.41 0.77

신고총액
Dickey Fuller Test  Statistic -2.46 -1.78 -2.31 -2.30 -1.67 -1.85

p-value 0.40 0.66 0.45 0.45 0.72 0.64

도착총액
Dickey Fuller Test  Statistic -1.49 -2.54 0.21 -2.01 -2.00 -1.83

p-value 0.77 0.37 0.99 0.58 0.58 0.65

신고 감
Dickey Fuller Test  Statistic -1.94 -2.31 -1.64 -2.89 -1.47 -2.14

p-value 0.59 0.45 0.71 0.20 0.80 0.52

도착 감
Dickey Fuller Test  Statistic -1.43 -1.96 -2.66 -2.27 -2.10 -2.13

p-value 0.79 0.59 0.32 0.46 0.54 0.52

주)*,**,***는 10%,5%,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23)확률변수가 무작 으로(randomly)변동할 때 이러한 확률변수를 랜덤워크(random walk)를 따른다고

하며,확률변수가 서로 독립 (independent)이고,동일한 형태의 확률분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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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 분 분석

개별 시계열자료가 단 근을 갖는 불안정 계열인 경우 통 계량 분석에서 사용

되는 이론들을 그 로 용시키면 가성 회귀 상(spuriousregression)등 여러

가지 문제 이 나타나는데, 체로 두시계열 간에 회귀분석 결과,높은 결정계수

(R2)값이 구해진 반면 Durbin-Watson값은 낮게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고

려해야 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Box-Jenkins기법에서 사용한 시계열의

차분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면 시계열에 포함된 정보를 손실할 우려가 있다.공

분 이론은 이러한 시계열의 손실이 없이 변수들 간에 장기 계의 존재 여부를

검정가능하게 하는 이론인데,이때 단 근 (unitroot)검정방법이 원용된다.

Johansen공 분 검정은 Johansen(1988,1991)과 Johansen andJuselius(1990,

1992,1994)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공 분 계의 수와 모형의 라미터들을 최우추

정방법(MLE)으로 추정하고 검정하는 것이다.즉,가능한 모든 공 분식을 추정하고

그 에서도 유의한 공 분식을 추출하고,모든 변수를 내생변수로 취 하기 때문

에 종속변수를 선험 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장 이 있다.

Johansen검정에서 귀무가설은 ‘공 분 계의 수가 r개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며,우도비(likelihoodratio：LR)검정통계량으로 귀무가설의 기각 는 채택 여부

를 검정하며,통계량이 유의수 하에서 임계치보다 커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ln  (4-1)

분석결과,[표 18]과 같이 2000~2012년 매 연도말 베트남 주가지수와 FDI 련 모

든 변수들 사이에 최소 4개의 공 분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즉

주가지수와 FDI 련 변수들 간에 단 근이 있더라도,장기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공 분 분석 결과

Trace 통계량 Max-Eigne 통계량

H0 : Rank<=x  실제값
임계치

 실제값
임계치

10% 5% 1% 10% 5% 1%

0 193.60 31.24 33.88 39.37 501.30 65.82 69.82 77.82

1 167.71 25.12 27.59 32.71 307.70 44.49 47.85 54.68

2 90.75 18.89 21.13 25.87 139.99 27.07 29.80 35.46

3 47.39 12.30 14.26 18.52 49.23 13.43 15.49 19.93

4 1.84 2.71 3.84 6.63 1.84 2.71 3.84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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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시사

이번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 FDI와 주가지수(VN)과의 상 계에 한 실증 인

검정을 시도해 보았다.피어슨 상 계 분석을 통한 검정 결과,FDI 로젝트 승

인건수와 베트남 주가지수(VN)와의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07년

베트남의 WTO가입 이후,두 변수간 상 계가 연도말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0.95,일자별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에도 0.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WTO가입이

에는 VN과 FDI신고 액 신고증감액과 각각 0.97,0.98로 높은 상 계를 보

여주었다.WTO 가입이후 시장 효율성이 증가하여 신고 액보다 선행해서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는 로젝트 승인과 VN지수와 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달리

말해,WTO가입 이 에는 상 으로 낮은 베트남 시장효율성으로 인해 정부의 재

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로젝트승인 여부와 계있는 승인건수 보다는

실질 인 액과 연 된 신고 액 혹은 신고 증감액과 주가지수와 계가 더 높았

던 것으로 해석된다.

기간별,조건별로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여 변수들 간에 그랜 인과 계분석

을 추가 으로 시행하 다.그 결과 베트남주가지수(VN)와 FDI와 통계 으로 유의

한 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피어슨 상 계분석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그랜 인과 계 분석에서도 주가지수와 FDI 로젝트 승인건수와 인과 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200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연도말 데이터를 1년의 시차를

줘서 분석했을 경우,유일하게 로젝트승인건수가 주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일별데이터를 1일,5일,10일의 시차를 줘서 분석했을 때도,시차1과 10에

서는 로젝트승인건수와 주가지수가 상호 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고,시차 5일때

일 때 주가지수가 로젝트 승인건수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TO가입

이후인 2007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일별데이터를 1일,5일,10일의 시차를 줘서

분석했을 때도,시차1과 10에서 로젝트승인건수와 주가지수가 상호 향을 주고,

시차 5일 때는 두 변수 간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공 분 분석 결과에서

도,베트남 주가지수와 FDI 련 변수들과 장기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실증검정결과를 종합 으로 실에 일어나는 상에 목해서 해석해봤을

때,FDI 로젝트 승인 결정 후 이것이 시장에 공개되면 동 로젝트와 련된 산

업,기업의 주가와 향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실제로 한국기업과 베

트남 국 기업과의 합작 로젝트가 시장에 공개된 후, 련 베트남 기업 산업의

주가뿐만 아니라 해당 한국기업의 국내증권시장에서의 주가도 상승하는 사례가 이

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WTO가입 이 에는 로젝트 승인자체보다 이후 신고

액 혹은 년 비 신고증감액 등 로젝트 승인자체보다는 더 확실한 정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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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장에 반 되었고,WTO가입 이후에는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져 최 정

보가 자본시장에 보다 빨리 반 된 것이라고 단된다. 로젝트승인 자체가 실제

투자 액신고 실투자와 직결되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서의 속성을 더 갖추게 되

었다 할 수 있겠다.

FDI와 주가지수와의 계를 통계 으로 검정했고,실질 인 시장경제에서 일어나

는 상과의 높은 개연성이 있다는 결론은 주가와 시장간에 회귀 으로 선형 계

가 있을 수 있다는 CAPM의 다른 검정과 해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FDI가 자본시장과 계가 있다는 제하에,특히 베트남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규모의 국 기업 민 화 진행과 함께 GreenFieldFDI와 인과 계가 있는

M&A의 증가 등 세계 으로,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략 으로 요한 베트남시

장에서 이러한 경제 상들이 자본시장으로 표되는 주식시장과 련성이 있다는

것을 실증 으로 검정해 봤다는 것은 베트남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이해 계자 집

단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우리정부의 입장에서 경쟁국인 일본 혹은 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진출

상 목표국가와 시장에서의 장기 으로 실물경제와 함께 자본경제에 한 향력

을 함께 확보할 의도가 보이는 M&A 심의 해외투자진출 략을 주의 깊게 살펴보

고,우리 기업들도 이와 같은 형태의 투자진출을 확 해 나갈 수 있도록,정책 인

방향을 정립하고 련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베트남

주요산업을 독과 형태로 지배해오고 있던 국 기업들을 베트남정부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해 민 화 시켜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요 기업들에 한 실질 인 경

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책자 을 활용한 M&A형태의 FDI진출방안의 마련과

실행이 그 일 수 있을 것이다.정책 으로 베트남 주요기업을 우리나라 주식시장

에 효율 으로 상장될 수 있게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서,베트남 기업 입장에서

다른 자본조달방법을 제공하고,우리기업에게도 과거 미국기업이 유럽기업을

M&A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투자진출방식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GreenFieldFDI보다는 M&A와 GreenFieldFDI와 연

계한 복합 투자진출도 극 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나갈 때,장기 인 에서의

베트남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로벌 경쟁력을 지속 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 을 제공한다.자 력을 고려했을 때, 소기업보다는

기업들이 심으로 후방연계효과가 큰 소 견기업들과 이러한 방식의 진출을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향후 FDI와 자본시장과 직 인 계를 M&A나 민 화가 일어나는 개도국 등

경제 상과 연계한 복합 연구 활성화에도 동 연구결과가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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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일 우리나라
주가 수25)

연　 월 일　 프로젝트 신고금액 프로젝트 신고금액

2011

3 22 34 96.9 52 168 464.8

4 22 21 70.5 20 42.1 456.45

5 20 11 64.5 12 28 432.87

7 20 28 308.9 52 166.4 416.77

8 24 14 101.4 16 8.4 396.68

9 22 16 70.2 13 18.4 449.26

10 20 38 209.6 53 68.5 403.73

11 20 10 682.8 12 71.2 379.14

2012

2 20 21 848.7 8 7.5 413.98

3 20 20 1250.1 14 18.3 440.29

5 20 40 1071.5 36 193.8 448.02

6 20 45 366.3 32 53.3 432.89

7 20 29 45.7 28 71.7 424.47

8 20 19 16.2 18 47.2 437.28

9 20 29 124.4 23 40.6 389.28

10 20 22 152.6 33 151.5 397

11 20 22 56 24 109.2 385.1

12 15 23 75.9 27 64 393.63

2013

2 20 31 228.3 23 22.6 494.83

4 20 68 427.9 63 110.3 468.43

5 20 13 50.8 15 25.8 492.27

7 20 57 294.6 86 508.6 506.16

8 20 21 63.9 22 13.4 504.81

9 20 20 57.5 38 1556.3 477.19

10 20 25 29.3 50 1349 501.57

11 20 30 98 34 69.4 505.52

12 15 26 44.7 35 96.7 502.04

2014

3 20 52 133.7 76 534.2 600.26

4 20 28 85.5 49 320.4 558.14

5 20 23 44.8 43 90.5 537.52

6 20 25 174.7 48 194.7 560.78

7 20 40 204.7 76 1267.2 601.04

8 20 30 126.5 30 60.8 606.7

9 20 30 60.1 52 105.1 611.93

10 20 25 173.5 41 43.2 589.24

11 20 19 12.9 40 3191.3 593.32

부 록

비공식 인 베트남 정부 자료원을 통해 확보한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베트남내

FDI분야에서 우리나라 최 경쟁국 계에 있는 일본의 최근 2011년 3월~2014년

11월까지 36개월간24)월별 로젝트승인건수 투자신고 액과 베트남 주가지수와

의 계를 각각 추가 으로 분석해보았다.

[표 19]일본 우리나라의 최근 베트남 FDI자료

(단 :건,US백만)

자료원 :베트남 북부투자유치청 내부 자료

24) ‘11년 6,12월, ’12년 1,4월, ‘13년 1,3,6월, ’14년 1,2월 료는 보 가

25) FDI   동 한 경우, 동  주가지  사용, 동  주가 지 가 없는 경우  주가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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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어슨 상 계 분석

최근 자료 확보가 가능한 36개월간 로젝트 승인건수 신고 액과 주가지수

(VN)과의 상 계분석결과,일본 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 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0]일본 우리나라의 최근 베트남 FDI와 VN상 계

　구분 프로젝트승인건수-VN 투자신고금액-VN

일 0.24 -0.26

대한민국 0.53 0.39

2)그랜 인과 계 분석

시차는 1개월,3개월,6개월로 두고 분석하 다.일본의 경우 시차 3과 6에서 주가

지수가 로젝트 승인 건수에 인과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신고총액과 주

가지수 간에는 아무런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경우,시차 1

과 3에서 주가지수가 로젝트 승인 건수에 인과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신고총액과 주가지수와의 인과 계에 있어서도,시차 1,3,6모두에서 주가지수가 투

자신고 액에 인과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일본 우리나라의 최근 베트남 FDI와 VN과의 그랜 인과 계

구분 기간 X Y 　식 시차 F P-VALUE 해석

일
2011.3
~2014.

11

주가
수

프로
젝트
승인
건수

 Y = f(X)

1 2.2 0.15 -

3 7.2*** 0.001 주가지수가 프로젝트승인건수에 
인과 계  미침

6 4.6*** 0.006 주가지수가 프로젝트승인건수에 
인과 계  미침

X =  f(Y)

1 0.36 0.55 -

3 0.08 0.97 -

6 0.49 0.81 -

주가
수

신고
총액

 Y = f(X)

1 1.68 0.20 -

3 1.76 0.18 -

6 1.27 0.32 -

X =  f(Y)

1 0.00 0.99 -

3 0.37 0.77 -

6 0.67 0.68 -

대한
민국

2011.3
~2014.

11

주가
수

프로
젝트
승인
건수

 Y = f(X)

1 22.65*** 4.00E-05
주가지수가 프로젝트승인건수에 

인과 계  미침

3 4.23** 0.01
주가지수가 프로젝트승인건수에 

인과 계  미침

6 1.78 0.16 -

X =  f(Y)

1 0.03 0.86 -

3 0.44 0.73 -

6 0.85 0.55 -

주가
수

신고
총액

 Y = f(X)

1 4.79** 0.04 주가지수가 신고총액에 인과 계  미침

3 3.98** 0.02 주가지수가 신고총액에 인과 계  미침

6 2.15* 0.09 주가지수가 신고총액에 인과 계  미침

X =  f(Y)

1 0.15 0.70 -

3 0.81 0.50 -

6 0.87 0.53 -

주)*,**,***는 10%,5%,1% 수 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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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oththecountrieswhicharecompetingwithKoreaintheglobalmarket

suchasJapanandKoreaitself,theimportanceofVietnam hasbeenincreasing

now-days.As well,Vietnam has been growing toward one ofthe global

countriesbasedmainlyontheFDI　andtheinternationaltradesincethelaunch

ofDoiMoiin1986.Vietnamesegovernmentistryingtoprivatizelotsofthe

state-owned companiesoverwhelmingthemarketaskindsofMonopolytypes

forthemarketefficiency.U.S.A seemstotrytowidenthemarketpowerwith

TPP agreement on Vietnam and Korea is also managing to settle the

Korea-Vietnam FTA withinthisyear,2014.Japanwhichisseverlycompeting

with Koreaespecially in Vietnam isstillranked in thetop FDIcountry to

Vietnam throughtheM&A typeinvesting.Ontheotherhand,Koreaisfocusing

on Green-field FDIranked in 2nd highestFDI　countryin Vietnam.With the

differencebetweentwocountries’FDItypes,itcouldbesaidthatJapanwould

keeptryingtotakemarketpowerforbothrealandcapitaleconomyofVietnam.

ThepurposeofthispaperistoverifytheeffectivenessofM&A typeFDIwith

whichacountrycantakethemarketpowerforbothrealandcapitaleconomy,

furthermore,to suggesttheusefulinformation forKorean governmentand

companieswhentheymakeainvestmentrelated decisionbyfindingoutthe

relationsbetweenfiveFDIvariables,inotherwords,registeredFDI,thenumber

ofprojectsapproved,implementationFDI,increasedamountofFDIregistered,

increased amountofFDIimplemented and Vietnam stock index,VN which

stands representatively for Vietnamese capital Market using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analysis,Grangercasuality analysis and Co-integration

analysis.Inresults,thereisapositivecorrelationbetweenVN andtheregistered

FDI,the numberofprojectsrespectively in the Pearson.Secondly,Granger

CasualityanalysisfindsoutFDIandVN impactoneachotheroroneimpacton

theotherdependingontermsandperiods.TheresultofCo-integrationanalysis

alsoshowsthereisthelong-term relationbetweenFDIand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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