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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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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 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984.24 포인트, HNX 지수 116.86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VN 지수는 ROS, HPG, HSG, VNM, CTD, MSN 등의 우량주가 활약하고 BID, VPB, SHB
등의 은행 관련 종목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10 년만의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개별 기업 뉴스



Vietnam Airlines, 정부 소유 비중 51%로 축소
베트남 국영 항공사 Vietnam Airlines 가 3년 이내에 정관 자본의 정부 소유 비중을 51%
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유 비중 축소 계획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20172018년에 Vietnam Airlines는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발행분을 이전할 계획이며, 20182019년에 정관 자본의 10-20%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계속 발행하여 정부 소유 비중
을 60-65%까지 떨어뜨릴 계획이다. 만약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Vietnam
Airlines 주식의 정부 소유 비중은 약 51%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딜로이트, 가장 지속성 있는 기업 2년 연속 선정
베트남 딜로이트는 노동부, 산업통상부, 환경자원부 등의 정부 부처와 기업인 협의회가 공
동 주최한 기념식에서 거래 서비스 분야의 가장 지속성 있는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
다. 선정된 기업 중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베트남 딜로이트가 유일하다. 시상은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활동이 반영되는 기업지속가능성지수 (CSI,

Sustainability Index)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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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제 동향


한국, 베트남 내 외국 투자 1위
베트남 외교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126개 국가 중에
서 대한민국이 투자프로젝트 수 6,477개, 자본 규모 575억 USD로 1위를 차지하였다. 공적
개발원조 규모는 15억 USD(2016-2020), 수출입액 규모는 560억 USD로 각각 2위를 차지
하였다.



3분기 노동가능인구 전년대비 0.93% 증가
베트남 국립사회과학원 (the Institute of Labor Science and Social Affairs)의 발표에 따
르면 올 3분기까지의 베트남 노동가능인구는 5,370만 명으로 2분기 대비 36만명이 증가하
고, 전년동기대비 0.93%가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국립사회과학원은 올 연말까지 노동
가능인구는 5,36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보험업계 성장률, 21%
재무부에 따르면 2017년 보험 업계는 총 수입 105.6조 VND을 거두며 성장률 21.2%를 기
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도 안정화되어 총 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23.44% 상승한
302.9조 VND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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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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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480 억 USD 로 최고치 경신
중앙은행 (SBV)에 따르면 안정적인 경제상황과 수출 증대, FDI 및 해외 유입액 규모
증가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최고치인 480 억 USD 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가가
의미 있는 것은 몇 년 전과 달리 동-달러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외환보유고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탄력적인 기준환율 관리 정책이
외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성을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부, 국제채권 (international bond) 발행 승인
정부가 국제채 발행을 승인하면서 재무부가 채권 판매, 등록, 거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국제채 발행을 통한 수입은 국채법 28 조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될
예정이다.



NFSC: 은행권 악성부채 비율 9.5%로 감소
지난 26 일 NFSC 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악성부채 비율이 올 8 월까지의
수치인 11.5%에서 현재 9.5%로 감소하였다. 이는 악성부채 비율 안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이 실행된 결과로 분석된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호치민 부동산 협회(HoREA), 중앙은행에 부동산 규제 수정 촉구
호치민 부동산 협회 (HoREA)는 중앙은행에 부동산시장 성장을 위해 현 규정을 수정하고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신용기관이 내년부터 단기자본의
50%를 중장기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호치민 부동산 협회는 이와 같은
규정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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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기업 동향


L.POINT, 베트남 최대 국영통신기업 VNPT VinaPhone 과 MOU
지난 21 일 롯데멤버스는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VNPT VinaPhone 본사에서 L.POINTVPOINT 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VNPT(베트남
우정통신공사)

그룹은

베트남

최대

국영통신기업으로,

지난

11

월

VinaPhone 의

멤버십서비스인 Vpoint 를 런칭한 바 있다. VinaPhone 사용자는 약 850 만명, Vpoint
가맹점은 5 만곳에 이른다. 주요 사용자는 24~40 세로 모바일 이용이 활발한 연령대이며
연간거래 포인트는 720 억에 달해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L.POINT 는 지난해 3 월
베트남 내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런칭한 바 있다. L.POINT 는 이번 VNPT VinaPhone 과의
MOU 를 통해 베트남 통합멤버십 서비스 및 회원 확대를 목표로 협력할 예정이다.
(More Information: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712270100189640013477&serviced
ate=20171226)



삼육식품, 베트남 케이푸랜드 (K-Foorand) 브랜드 대상 수상
지난 22 일 삼육식품은 ‘2017 베트남 케이푸랜드’에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na 실제로 삼육두유 검은콩 호두와 아몬드는 베트남 두유 부문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한다.

한편

2017

베트남

케이푸랜드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진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식품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이다.
(More Informatio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2/0200000000AKR20171222104400
848.HTML?input=1195m)



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첫 국가는 베트남
지난 27 일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대한민국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사업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신한은행 현지 법인에 신용보증 지원 및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원을 상주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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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해외진출 현지 법인에 대한 대출을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실행한다. 첫
해외진출

지원

대상

국가는

베트남으로,

현지에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신청하면 신한은행은 국내영업점을 통해 신용장 (Letter of
Credit)을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베트남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구조다.
(More Information: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12271534598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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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