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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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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 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1121.21 포인트, HNX 지수 128.25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VN 지수는 은행, 원유 및 가스 관련주의 변동성이 심해지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1120 포인트를 돌파하였다. 변동성의 원인으로는 금리에 관한
미 연준 의장의 발표 및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정책에 관한 트럼프의 발표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외국인은 순매도세를 보였다.



개별 기업 뉴스



FLC 그룹, 올해 부동산 공급 30% 증가 계획
부동산 개발사 FLC 그룹이 올해 부동산 공급량을 30% 늘린다고 밝혔다. FLC에 따르면 지
난 해 실적 결과에 따라 콘도텔이 가장 주요한 공급 분야가 될 것이며, 중소득층의 수요
증가에 따라 그들을 타겟으로 한 부동산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주요 경제 동향


올 2 월까지 하노이 시 FDI 유입액, 1억9백만 USD
하노이 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올 2개월 간 하노이 시에 유입된 FDI 규모는 1억9백만
USD이다. 특히 산업생산,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출입 및 여행업 분야에 많은 자본이 유
입되었다고 밝혔다.



올 1월 한달 간 자동차 수입 대폭 감소
관세국에 따르면 올 1월 자동차 수입량은 337대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11
월에 발표한 시행령 No. 116/2017/ND-CP에 따라 올해부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 평균 임금, 9.3% 상승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근로자 임금은 9.3% 상승하였다. 63개의 성 및 도시의 자료에 따
르면 2017년 평균 임금은 660만 VND (290 USD)로, 2016년의 600만 VND (263 USD)에 비
해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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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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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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은행에 對 부동산 및 건설 분야 대출 제한 권고
중앙은행 (SBV)은 신용 기관에 부동산 및 건설 분야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
다. 이는 최근 발표된 문서 563/NHNN-TTGSNH에 따라 악성부채를 관리하여 대출성장률
을 안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2018 년 부동산 분야 예상 FDI 유입액, 12.5 억 USD 로 사상 최대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분야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FDI 규모는 12.5 억
USD 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외국인의 자금력과 토지 및 투자 과정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노하우 등이 시너지를 발휘해 그 규모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5. 한국 기업 동향


지난해 對베트남 지적재산권 무역 흑자 2.6 조
25

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베트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3

억

9500 만달러(약 2 조 5900 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그동안 막대한 흑자를 안겼던
중국(19 억 7930 만달러)을 처음 넘어섰다. 이는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늘린 현지 생산공장
때문이다. 또한 최근 3~4 년간 국내 기업들의 추가적인 베트남 진출이 크게 늘었다.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생산, 소비, 투자시장으로서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More Information: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84086619114456&mediaC
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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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에 합작 운용사 설립
지난 26 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베트남투자공사와 손잡고 베트남 현지 운용사인 ‘틴팟(Tin
Phat Management Fund Joint Stock Company)’을 인수해 합작법인을 세운다고 26 일
밝혔다. 미래에셋이 틴팟 지분 100%를 인수하고 증자를 통해 베트남투자공사의 자회사인
SIC 에 30%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내 운용업계에서 베트남 현지 사무소
설립이나 일부 지분 투자 외에 법인 설립은 처음이다.
(More Informatio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6/0200000000AKR20180226046900
008.HTML?input=1195m)



다우기술, 그룹웨어 다우오피스 베트남어 추가 지원
지난 28 일 다우기술은 자사의 그룹웨어 ‘다우오피스’에 베트남어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KOTRA 에 따르면 2016 년 기준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약 1 만 2000 여개 중 25%
인 3000 여개 사가 베트남에 진출해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본사 직원들과 베트남에 있는
지사 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제약 없는 업무 환경 구현을 위해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그룹웨어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다우기술은 이러한 기업체 니즈에
부응하고자 기존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이어 베트남어까지 포함한 다우오피스 제품을
내놓게 됐다.
(More Information: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3
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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