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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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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1050.26 포인트, HNX 지수 122.64 로 장을 마감하였다. VCB 를
포함한 은행주와 대형종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GIL, TCH, ROS 등 일부는
오름세를 보였다.



개별 기업 뉴스



577 Investment Corporation, 카리나 플라자 화재 이후 모든 사업 중단
지난 24일 열린 577 Investment Corporation (상장코드: NBB)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장
은 지난달 발생한 카리나 플라자 화재 사건 수습에 집중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중단하였
다고 밝혔다. 화재 조사단의 책임 주체와 관련한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NBB의 주식 가치는 25퍼센트 하락한 상태이다.



Hoa Phat, 對호주 철강 수출량 급증
오는 5월 Hoa Phat (호아팟) 그룹은 호주에 6,500톤의 철강을 수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몇 년간 Hoa Phat이 호주로부터 수주받은 철강량은 월평균 3,000톤이다. 수출량의
급증은 호주반덤핑위원회 (ADC)가 호아팟을 비롯한 베트남 철강 생산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끝내고 위반이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것에 따른다.

2. 주요 경제 동향


베트남 1/4분기 FDI 총 유치실적 38.8억불 달성
2018년 1/4분기 對베트남 FDI 유치액은 38.8억불로, 작년 대비 7.2퍼센트 상승하였다. 한
국이 총FDI 유치액의 31.6 퍼센트에 해당하는 18.4억불을 투자하여 1위에 올랐으며, 홍콩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11.9퍼센트, 11.2퍼센트를 차지하며 2위, 3위에 올라섰다. 해당
기간 동안 35.4퍼센트 증가한 618개의 새로운 사업이 베트남에서 인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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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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8년도 대출 및 차입한도에 관한 정부 계획 발표
지난 토요일 발표한 결정문 No. 437/QĐ-TTg 에 따라 정부는 올해 384조동 (약169억달러)
를 차입할 계획에 승인했다. 275.97조동은 국내에서, 나머지 금액은 해외에서 차입할 예정
이다. 한편, 정부가 보증하는 최대 국내 및 해외 차입금은 각각 2조동, 7억 달러이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호치민 시, 토지 가격 낮추기 위해 법규 개정
지난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큰 면적의 토지를 작은 면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치솟는 토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근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정에 따라 특히 신규 주거지역의 토지 구매자는 토지 분할 전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군(郡)급 당국은은 토지가 분할되어 판매되는 신규 주거지역에 대한
세부 계획 (1/500 비율)을 세워야 한다.

5. 한국 기업 동향


LS 전선아시아, 싱가포르 전력청에 720 억 규모 케이블 공급
LS 전선아시아의 베트남 자회사 LS VINA 가 오는 6 월부터 싱가포르 전력청에 22kV
케이블을 2 년간 독점 공급하게 된다. 총 계약금액은 6 천 700 만 달러로 베트남 전력케이블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본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제품은 싱가포르 전역의 공장과 빌딩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노후 케이블 교체용으로 사용된다.
(More Informatio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6/0200000000AKR20180426026000
00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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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베트남 법인 설림
골프존은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의 골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네번째 해외법인으로
골프존 베트남을 설립하였다. 이는 100% 지분회사이며 골프존은 직영매장 운영을 통해
현지시장을 공략하게 된다. 올 6 월 첫 직영매점을 시작으로 2018 년 6 개의 직영매점을
출점할 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http://biz.heraldcorp.com/sports/view.php?ud=20180423085039865126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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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