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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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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 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1003.94 포인트, HNX 지수 117.50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VN 지수는 VJC, BVH, GAS, VNM 등 대형주들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주중
최고치에 비해 40 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치로 장을 마감하였다. 뗏 (Tet) 연휴를 대비한
매도세 및 수익 기대로 인한 매수세가 맞물려 지수 변동이 심했으나 지지선으로 평가되는
1,000 포인트 지점은 붕괴되지 않았다.



개별 기업 뉴스



Ford 사, 베트남 북부에 판매대리점 오픈
5일 Ford사는 베트남 떠이닌 성에 새로운 판매대리점을 오픈하였다. 이로써 베트남 내 포
드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36개가 된다. Ford의 ‘원 스톱 쇼핑’ 모델의 일부인 해당 판매대
리점은 신차판매, 중고차 교환, 부품 교체, 수리 및 유지 비용에 관한 상담 등 Ford사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MM Mega Market, 뗏 연휴 대비 32조 VND 규모 상품 비축
MM Mega Market은 뗏 연휴를 맞아 증가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3조 VND 규
모의 상품을 비축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월 6일부터 18일까지 영업시간을 새벽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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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제 동향


2017년 베트남 내 공항 이용객 9400만명
베트남 민간항공국 (CAA)에 따르면 지난 해 베트남 내 공항 이용 승객은 9400만명(전년대
비+16%)이며 공항에서 처리된 화물은 약 143만톤(전년대비+19%)에 달한다.



하노이 1월 수출액 24% 증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1월 수출액이 10.5억 USD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4% 상승하
였다. 농산품(+3.6%), 컴퓨터 부품 및 관련제품(+68.1%), 교통 수단 및 관련제품(+12.7%),
기계 및 부품(+21.8%), 유리 및 유리제품(+25) 등 하노이 수출 주력 상품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전체적인 수출액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 뗏(Tet) 연휴 평균 상여금 약 550만 VND
베트남 노동부에 따르면 뗏(Tet) 연휴의 평균 상여금은 인당 약 550만 VND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수준이다. 노동부에 접수된 기업의 자료에 의하면 상여금의 최고 금액은 8억
5500만 VND, 최저 금액은 2만 VND이다. 가장 높은 상여금은 호치민 시의 한 사기업이
보고한 금액이며, 가장 낮은 상여금은 빈푹성의 한 기업이 보고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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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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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 대비 외화(달러 제외) 환율 상승
달러를 제외한 외화의 베트남 동 대비 환율이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달부터 뗏(Tet) 명절을
대비하여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실제로 이번 달 2일부터
영국 파운드는 파운드 당 1,600 VND가 상승(+5.1%)하였으며, 스위스 프랑은 프랑 당
1,140 VND(+4.8%), 유로화는 유로당 1,015VND(+3.7%), 뉴질랜드 달러는 달러 당 555
VND(+3.4%), 일본 엔은 엔당 5 VND(+2.5%) 상승하였다. 이러한 외화 환율 상승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의 가격을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1 월 국내 부동산 거래량 증가
건설부에 따르면 올 1 월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12 월에 비하여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하노이와 호치민에서는 각각 1,650 건과 1,900 건의 거래가 체결되어 전월
대비 거래량이 13.8%, 8.6%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부에 따르면 1 월 20 일 기준 부동산
매물은 25 조 VND 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9% 감소하였다.



1 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FDI, 7760 만 USD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 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금액은 7760 만 USD 에 달한다. 1 월 한달 간 부동산 분야는 19 개 산업 분야 중 세 번째로
높은 유입량을 기록했으며 총 등록 FDI 자본의 6.2%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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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기업 동향


효성, 베트남에 PP 생산 및 판매 법인 설립
효성이 베트남에 폴리프로필렌(PP) 생산 및 판매 법인을 설립하며 투자 속도를 높인다.
효성이 베트남에 PP 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효성 비나 케미칼 법인’을 설립한다고 6 일
공시했다. 이번 신규 법인 설립은 지난해 2 월 효성이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성에 12 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출자예정액은 1961 억 6400 만원이며 지분
비율과 취득 예정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More Information: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206183544736896aa5dcdf1_1&md=20180207085427_J)



포스코, 베트남에 강건재 (鋼建材) 솔루션 마케팅센터 설립
포스코가 베트남에 해외 첫 강건재 솔루션마케팅센터를 설립했다. 솔루션마케팅센터는
강건재 판매는 물론 고객사의 요청에 맞추어 제품 성형, 접합, 성능 개선 등의 이용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다. 포스코는 “베트남 건설산업은 향후 10 년간 연평균 7% 안팎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포스코 SS VINA, 포스코-VST 등 현지 생산법인과 함께 선제적으로
솔루션마케팅을 펼쳐 베트남 고급 강건재 시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re Informatio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8/0200000000AKR20180208037100
00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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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