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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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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 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1012.65 포인트, HNX 지수 118.92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VN 지수에는 VPB, VIC, VCB, SSI, GAS, VCG, VJC, CTS, SHS 등 거의 모든
대형주가

상승하였고,

HBC

등의

중소주들도

상승세를

회복하면서

1000

포인트를

돌파하였다. 특히 MSN, HPG, VIC, BID, VNM, HDB 의 상승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기업 뉴스



Viettel, 2017년 이익 20억 USD
국방부 산하 이동통신그룹 Viettel은 2017년 44조 VND (약 20억 USD)의 이익을 보고하였
다. 이는 전년대비 12% 상승한 수준이다. 또한 총수입은 250.8조 VND를 기록하여 전년대
비 9.4%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Vietjet, 차세대 항공기 A321 NEO 도입
베트남 저가항공사 Vietjet이 동남아 항공사 중 최초로 차세대 항공기 A321 NEO를 도입했
다. Vietjet의 최고경영자 응웬 티 푸엉 타오는 “이번 A321 NEO의 도입은 항공기 최신화
노력의 일환이며 항공기의 안정성 향상을 통해 승객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보장할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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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제 동향


2017년 무역 흑자, 27억 USD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의 무역흑자는 27억 USD로,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7년 총 무역액은 4250억 USD로 그 중 수출액은 2137억 USD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1%
상승하였고 2016년의 수출액 상승률인 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수입
액은 2111억 USD로 전년대비 20.8% 증가하였다.



2017년 산업생산지수 (IPI, Industrial Production Index) 상승률 9.4%
2017년 베트남의 산업생산지수가 9.4% 상승하여, 전년의 상승률인 7.4%를 크게 웃도는 수
치를 기록하였다. 그 중 제조업 분야가 상승을 견인 (+14.5%)하였으며 광업 분야는 소폭
감소 (-7.1%)하였다.



2017년 주식 시장서 가장 수익성 높은 산업에 금융·은행 분야 선정
베트남 리포트 (VNR)에 따르면 2017년 주식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한 분야는
금융·은행 분야이다. 부동산 및 건설 분야와 소비재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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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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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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은행권 예상 대출 성장률, 18%
Vietcombank에 따르면 2018년 은행권의 대출 성장률은 18%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이 높
은 성장률을 예측한 주 이유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소비자 수요 및 개인 대출의 증가가 꼽
혔다.



2018 년부터 미상환 주거지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 5%
중앙은행이 발표한 시행규칙에 따라 2018 년 1 월 1 일부터 미상환 주거지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 5%로 설정된다. 기존에는 특정한 정부 주택 대출 프로그램에 가입된 사람만이
연 5% 이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을 통하여 주거지원 대출자 또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2018 년 부동산 분야, 치열한 경쟁 있을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업계 전문가인 칸 반 룩은 2018 년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부동산 업계에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제로 2017 년의 성공을
바탕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2018 년의 부동산 계획을 미리 내놓은 상황이다.

5. 한국 기업 동향


GS25,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 베트남 진출
지난 29 일 GS 리테일은 2018 년 1 월 중순 베트남 호치민시에 GS25 1 호점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1 호점을 시작으로 이후 1 월에만 순차적으로 3 개의 점포를 열어 총 4 개 점포를
선보일 예정이다. GS 리테일이 편의점 첫 해외 사업 무대로 베트남을 택한 것은 베트남
국민의 소비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ore Information: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29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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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인베스트먼트, 베트남 F&B 시장 진출
베트남 전문 투자자문사인 (주)디오스인베스트먼트가 베트남 유명 밀크티 프랜차이즈인
붐바밀크티 (Bumba Milk Tea)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F&B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디오스인베스트먼트의 관계자는 이번 진출에 대해 “격변하는 베트남 서비스
산업에서 현지의 유통망과 산업구조를 경험하여 해당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시장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한국발 중소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 라고
밝혔다.
(More Information: http://news1.kr/articles/?3197431)



코람코자산운용, 호치민시 오피스 빌딩 TNR 타워 인수
코람코자산운용이 베트남 호치민시의 오피스 빌딩 TNR 타워를 6200 만 USD (한화 약
662 억원)에 인수했다. 이번에 인수한 TNR 타워는 호치민 중심가에 위치한 중형 오피스
빌딩이다.
(More Information: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1041112289486581e5800d6_1&md=20180104113005_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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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