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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VN Index (LHS)

HNX Index (RHS)

850

115
105

750

95
650
85
550

75

450



65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1210

1199.96

1196.61
1188.29

1190

1170

135.4

135.62

1191.54

150
145

1193.17

140
135.32

136.75

138.02

135
130
125

1150

120
2018-04-02

2018-04-03

Weekly NewsletterlVietnam1

2018-04-04

2018-04-05

2018-04-06



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 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1199.96 포인트, HNX 지수 138.02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VN 지수는 VIC, VNM, BVH, CTG 등의 대형주가 상승하고 한때 매수세가
몰리면서 1200 포인트를 돌파하였으나 지수가 1198-1199 사이에서 변동을 거듭하면서
1199.96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개별 기업 뉴스



Vinamilk, 올 목표 매출 성장률 8.5%
Vinamilk는 올해 목표 매출 성장률과 세전이익 성장률이 각각 8.5%, 4.6%라고 밝혔다. 이
에 따라 올해 목표 매출 규모는 55.5조 VND이다. 이는 Vinamilk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성
장률이 10%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신중한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Vinamilk는 시장
점유율을 매년 1%씩 증가시켜 5년 내에 점유율 60%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점유율은
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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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제 동향
베트남 법인세 15-17% 대로 인하
베트남 총리는 아세안 소속국으로서 베트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를 현행 2022%에서 15-17%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이와 같은 사업환경의 개선이 투자
자 및 사업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산업생산지수 11.6% 상승
통계청(GSO)에 따르면 베트남 1분기 산업생산지수가 전년동기대비 11.6% 상승하였다. 이
는 3년만의 최고치이다. 산업생산의 90%를 차지하는 제조 및 공정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
하였으며 (+13.6%), 그 뒤를 직물 및 의류 분야 (+13.6%), 침구 등 가구 분야 (+12.8%), 전
기 생산 및 송신 분야 (+10.5%)가 이었다.



1분기 커피 수출 10억 USD 규모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에 따르면 올 1
분기 베트남의 커피 수출량은 52만톤으로 10억 USD 규모에 달한다. 수출량으로는 전년대
비 15.1% 증가했으나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1.7% 감소하였다.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이
탈리아, 일본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며 독일이 전체 수출량 중 14%를 차지한다.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은 두번째 커피 수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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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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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은행에 현금 대출 금지 조치
중앙은행 (SBV)이 4월 2일 발효된 새로운 시행규칙(No.21/2017/TT-NHNN)을 통해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이 현금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현금 외의 지불수단을 통해 차입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제공하게 된다. 중앙은
행은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대출에 대한 추적 및 감시를 더 용이하게 하여 대출금이 롤오
버(roll over) 등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호치민 시, 아파트 관리 비용 인상
호치민 시 인민위원회가 아파트 관리 비용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용은 매달 500VND~3,000VND/m²,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매달 1,500VND~6,000VND/m²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가격은 계약 시 당사자가 관리
비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적용된다. 이 관리비용에는 엘리베이터, 수도, 제너레이터,
화재경보 및 화재예방 장치 유지 비용이 포함된다.

5. 한국 기업 동향


한국투자신탁운용, 베트남 비엣캐피탈증권 주요 주주 등극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비엣캐피탈증권 (Viet Capital Securities)의 대주주가 됐다. 3 일
베트남 호치민 증권거래소 (HOSE)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비엣캐피탈증권
26 만 5000 주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기존 보유 주식 580 만주에서
610 만주로 지분이 5.08% 증가하며 대주주로 등극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측은 설정한
베트남펀드운용과정에서 지분을 소폭 늘렸을 뿐 특별한 매입 배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More Information: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4030954408162c642673384_1&md=20180403100420_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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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베트남 ‘초코파이’ 상표권 소송 승소
오리온은 베트남 현지 한 체과업체와의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 일
밝혔다. 오리온은 2015 년 베트남 현지의 한 제과업체가 ‘ChocoPie’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해외로

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베트남지적재산권조사기관

(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을 요청해 해당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받았다.
(More Information: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25721g)



CJ 푸드빌 뚜레쥬르, 베트남 호치민에 2 호점 오픈
글로벌 외식문화기업 CJ 푸드빌이 베트남 호치민에 뚜레쥬르 칸호이점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5 일 밝혔다. 뚜레쥬르는 지난해 12 월 베트남 1 호점인 하이바쯩점을 ‘갓 구운 신선함’을
강조한 콘셉트로 리뉴얼 오픈했다. 하이바쯩점에서 얻은 현지 반응을 토대로 칸호이점을
기획, 갓 구운 신선한 제품을 고객들이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오픈 키친과 갓 구운 빵
코너를 마련하고 패스트리, 조리빵, 타르트 등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베이커리 제품을
강화했다.
(More Information: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636726619173168&mediaC
odeNo=257)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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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