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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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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 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1123.41 포인트, HNX 지수 127.58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VN 지수는 VJC, CTG 등의 대형주가 선전하였으며 특히 VIC 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하여 최고가인 주당 10 만 VND 를 경신하였다. 한편 외국인은
순매도세를 보였으며 특히 HPG, VNM 에 강한 매도세를 보였다. 또한 VN 지수는 1,130
포인트에 도달한 직후 수익실현을 위한 매도세로 인해 하락한 1123.41 로 장을 마감하였다.



개별 기업 뉴스



Vietcombank, 3월부터 서비스 수수료 인상
Vietcombank가 3월 초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한다.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고
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계좌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는 고객에게 입출금 수
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주요 경제 동향
재무부, 인민위원회에 뗏 연휴 이후 물가 관리 요구
재무부는 각 도시 및 성 인민위원회에 구정 연휴(Tet, 뗏) 이후의 소비자 물가를 조절할 것
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건강검진, 치료, 교육, 환경위생, 주차, 여행 및 쇼핑몰 등의 물가는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파생상품 시장 거래 유동성, 2월 최고 수준 기록
하노이 거래소 (HOSE, HNX) 에 따르면 올 2월 파생상품 시장의 시장 거래 유동성이 2017
년 8월 거래 시작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실제로 세션 당 평균 선물 거래 규모는 거
래 수 28,122, 거래규모 3조 VND (1억3330만 USD)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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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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대치 기록
2017년부터 올 2월까지 베트남의 외환보유액이 2015년 대비 6배 많은 575억 USD에 도달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비중으로는 FDI (175억 USD), 해외유입 (100억 USD),
외국인 여행객 지출 (89억 USD), 국제수지 (55억 USD), 무역수지 (29억 USD), ODA (20억
USD) 순으로 높았다.



2월 정부채권 수입, 10조 VND
정부는 2월에 진행된 6개의 정부채권 거래를 통해 약 10조 VND (4억4000만 USD)의 수입
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월 대비 48% 감소한 수준이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호치민 시 고급 부동산 공급 증가
올 들어 호치민 시에 Phu Long Real Estate Co., Ltd., Novaland, Dax Xanh, Hung
Thinh 등의 부동산 개발사가 앞다투어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호치민 시
부동산 분야의 유동성 및 가격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대규모 가격 상승
혹은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는 대부분의 신규 프로젝트가 품질
측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5. 한국 기업 동향


황각규 롯데 부회장, 베트남 총리 면담
지난 8 일 롯데 황각규 부회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 쑤언 푹 (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를 만나 롯데의 베트남 현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 확대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부회장은 면담에서 “롯데가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현재 롯데는 베트남에서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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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892566619141680&mediaC
odeNo=257&OutLnkChk=Y)



KT, 베트남에 IP-PTT 솔루션 수출
KT 가 스마트폰을 무전기처럼 사용하는 ‘IP-PTT(IP Push-To-Talk)’ 솔루션을 비에텔
텔레콤 (Viettel Telecom)에 수출한다. KT 와 비에텔은 2 일부터 기업간거래(B2B) 고객을
대상으로 IP-PTT 전용단말기를 공급, 서비스 개시를 시작하고 2 분기 상용화한다. IPPTT 는 기존의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네트워크 구축 없이 빠른 속도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More Information: http://www.etnews.com/20180302000197)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에 1 천 500 억원 추가 출자
지난 2 일 한화생명은 해외 계열회사인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에 1 천 500 억원(3 조 VND)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출자 목적은 현지 법률 규정 충족을 위한 자본금
증액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에 대한 한화생명의 총 출자액은
2 천 445 억 5 천만원으로 늘어난다.
(More Informatio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2/0200000000AKR20180302138600
00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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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