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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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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4 월 30 일, 5 월 1 일은 베트남 공휴일로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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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1026.80 포인트, HNX 지수 122.57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VIC, VJC, ROS 등 주식이 시장 회복세를 지원하였으나 4 일 오후 차익실현 매물 형성으로
상승폭은 예측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또한, 석유·가스 등 일부 종목이 오름세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종목은 여전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별 기업 뉴스



Viettel, 해외 투자 매출액 17억달러 달성
베트남의 주요 통신사인 Viettel의 해외 투자 매출액이 작년 대비 38퍼센트 상승하였다.
Viettel은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및 페루를 포함한 11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통신 서비스 이용자 수가 4,300만명에 달한다. Viettel은 현재 해외 투자 매
출액이 10억 달러를 넘는 유일한 베트남 회사이다.

2.


주요 경제 동향
18년 1~4월 중순, 베트남 무역수지 흑자 31억 달러 달해
해당 기간 베트남 총 수출입 거래액은 1,25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 퍼센트 증가하였
다. 644억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 퍼센트 상승한 것이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전화 및 부품, 섬유·의류, 컴퓨터 및 전자부품이다. FDI 기업
의 무역 흑자는 459억 달러로 베트남 총수출액의 71.3퍼센트를 차지하였다.



18년 4월, 베트남 내 신규 기업 14,000개 이상 설립
금년 4월 14,500개의 신규기업이 베트남에 설립되었으며, 133.5조 베트남동 (VND)에 달하
는 총 자본금이 등록되었다. 신규기업은 주로 도매, 소매, 수리, 자동차 및 건설 등 업종에
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신규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수는 33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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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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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Exchange Rate
Vietcom Exchange Rate



베트남 시중은행들, 대출 요건 강화
치솟는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많은 베트남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대출금리
를 1-2퍼센트 인상하였다. 12-24개월 대출의 경우 Eximbank의 연간 금리는 11퍼센트이며,
VietABank의 연간 금리는 12.38퍼센트이다. 또한, 과거 주택 가격의 70퍼센트를 대출해주
던 은행들은 현재는 주택가의 30-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허용하고 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18 년 1/4 분기, 19 퍼센트의 콘도텔만이 판매됨
올해 2,078 호의 콘도텔이 새롭게 시장에 선보였으나 387 호수만이 판매되었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의 과잉공급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7-2019 년에 총 29,000 호의 새로운
콘도텔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주로 베트남으로 오는 해외 관광객 수의 증가 및 베트남
중산층의 증가, 두 원인에 의해 기인한 것이다.

5. 한국 기업 동향


락앤락, 베트남 시장에서 성장 지속
올해부터 국내 매출과 베트남 매출을 구분해서 발표한 락앤락의 1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82 억원, 135 억이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것이다.
베트남 매출액 상승은 식음료 용기 이외의 제품인 리빙웨어 및 소형가전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More Information:
http://www.itooza.com/common/iview.php?no=201805021116224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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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