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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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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 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935.16 포인트, HNX 지수 111.61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VN 지수는 HPG, HSG, GAS, PVS 등 철강 및 원유, 가스 관련주가 활약하였으나 VNM,
SAB, BID 등의 우량주들의 하락이 있었다.



개별 기업 뉴스



MasterCard, 베트남 내 QR 코드 결제 서비스 출시
지난 11일 MasterCard가 베트남 내 MasterCard 사용자들을 위한 QR 코드 결제 서비스
‘Masterpass OR’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사용자들은 모파일포스(MPOS)가 설치된 약 7천개
의 지점에서 QR 코드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MasterCard는 제휴 지점을 더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rab, GrabTaxi로 서비스 확장
Grab은 베트남 내 택시 회사의 견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GrabTaxi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기존의

서비스인

GrabCar가

자동차

운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GrabTaxi는 기존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2. 주요 경제 동향


세계은행,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률 6.7% 달성 예측
12일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6.7%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예측에는 내수 규모의 성장 및 수출 지향적 제조업 산업의 실적 달성, 농업 분야의 성장 등
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정부는 내년 1월부터의 월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18만-20만 VND 인상한 276만-39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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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D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141/2017/ND-CP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근
로자들은 298만 VND, 제2, 3, 4지역 근로자는 각 월 353만 VND, 309만 VND, 276만 VND
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량 연간 목표 달성 불가 전망
올 11월까지의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10% 하락한 244,670대를 기록하
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 내수시장이 베트남 자동차 제조 협회 (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가 당초 예견한 1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
망했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ASEAN FTA로 인해 2018년 1월부터 자동차 수입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 금융 시장 동향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10

refinancing rate
1-bond
3-bond

8

5-bond
10-bond

6

4

2

Weekly NewsletterlVietnam3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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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B Ex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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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 부동산 대출 규모 400 조 VND
중앙은행 (SBV)에 따르면 올 10 월말까지 상업은행의 미상환 부동산 대출 규모는 400 조
VND 규모이며, 전체 미상환 대출의 6.5%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도 7.7% 보다는 감소한
수치였다. 한편 중앙은행은 신용기관에 부동산 대출 시 공공주택, 저소득층 지원 주택에
집중하고 투자가 과열된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을 주문하였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부동산 재고 17% 감소
건설부는 올 11 월말까지 부동산 재고 규모는 25.7 조 VND (11.3 억 USD)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말에 비해 17% 감소한 수치이다. 그 중 주거용 부동산 재고 규모는 총 2 백만
m², 12.3 조 VND 를 기록하여 총 재고의 약 50%를 차지하였으며 상업용 부동산 재고
규모는 총 58 만 m², 2.3 조 VND 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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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협회 (VNREA), 베트남 부동산 대상 시상식 최초 개최
베트남 부동산 협회 (VNREA)는 제 1 회 부동산 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행사는 건설부, VTV24 가 공동 개최하며, 상은 빠르고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에 기여한
개인, 기업 및 프로젝트에 주어질 예정이다. 이는 국내 부동산 산업의 경쟁력 신장을
위함이며 100% 외국인 소유의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수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5. 한국 기업 동향


락앤락, 베트남서 6 년 연속 ‘소비자가 신뢰하는 100 대 브랜드’ 수상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2017 소비자가 신뢰하는 100 대
브랜드’에 6 년 연속 선정되었다. 또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10 개의 브랜드에만
주어지는 ‘2017 소비 na 자가 신뢰하는 10 대 브랜드’에도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다. 품질과 기술력, 유통, 홍보, 브랜드 정체성 등의 다각적 요소를 평가한 결과
락앤락은 품질 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More Informatio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7/0200000000AKR20171207065500
030.HTML?input=1195m)



삼성물산, 베트남서 교육 인프라 사업 진행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베트남에서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드림
투모로우 (Dream Tomorrow)’를 진행하였다. 삼성은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베트남
하띤성에 400m² 규모의 2 층 건물을 지어 공동도서관으로 기증하고 한국어, 영어,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 년에 걸쳐 만 오천 권이 넘는 도서를 지원,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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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7121112084228053&md=20171211
143930_AO)



중소기업중앙회, 베트남 수출컨소시엄서 1 천 200 만 달러 상담 실적
지난 11 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 곳으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을 베트남으로
파견해 1 천 200 만달러 상담실적과 8 만 달러의 현장계약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베트남 사무소는 체계적인 사전 시장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바이어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성과를 뒷받침했다.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2008 년부터 진행해온
것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동종, 유사 품목 위주의 수출 컨소시엄을 파견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촉진을 도모한다.
(More Information: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13646)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정성엽 syjeonghcmc@gmail.com / syjeong@jplaws.com +84-12-2889-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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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