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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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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963.9 포인트, HNX 지수
114.49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이는 낮은 시장 유동성과 상황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 일 이후 VN 지수는 1000 포인트 아래로 하락하였다.
특히 현재의 하락세는 대형주의 하락세에 인한 것으로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별 기업 뉴스



BMW, 베트남 내 470 대 차량 리콜
BMW는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내 차량 470대, MINI 시리즈 106대, 오토바이 55대를 리콜
하겠다고 밝혔다. BMW가 리콜 사유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영국에서 발생한 88,000
대 차량 리콜 사태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차량 엔진에 결함
이 발생하였다.



Nghi Son, 성공적으로 첫 디젤오일 생산
Nghi Son 정유 및 석유화학 유한회사가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5,000 큐빅미터의 디젤오일
을 성공적으로 생산하였다. 생산된 디젤은 베트남 국내시장으로 판매되었다. 이는 Nghi
Son이 정유시설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NSRP는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정유회사로 총 투자금은 90억달러를 초과한다.

2. 주요 경제 동향


베트남 휘발유 가격 인상
재정부(MoF) 및 산업무역부(MoIT)의 공동 결정문에 따라 5월 23일부터 베트남 내 휘발유
및 석유 가격이 인상되었다. E5 RON92는 리터당 500동, RON-Ⅲ 페트롤은 리터당 600동,
디젤은 리터당 587동, 케로신은 리터당 523동이 상승하였다. 각 휘발유의 리터당 가격 상
한은 19,940동, 21,511동, 17,694동 및 16,440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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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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보유액 640억 달러 기록
베트남 외환보유액이 2년 반 전에 비해 130퍼센트 상승한 640억동을 기록하였다. 한편, 지
난 2월부터 베트남중앙은행 (SBV)는 경화 구매에 있어 현물거래방식이 아닌 선물거래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금리, 달러/동화 환율 및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기여했다
고 평가되고 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비엔호아 (Bien Hoa) 제 1 산업단지, 상업·서비스 단지로 전환
동나이성은 비엔호아 제 1 산업단지를 폐쇄하고 이 지역을 상업·서비스 단지로 전환한다.
현재 제 1 산업단지에는 80 개의 기업이 상주하고 있으며, 그 중 40 개의 기업의 토지임대
계약서 만료일은 2051 년도이다. 관할 당국은 만료된 계약서 토지를 회수하고, 계약서가
만료되지 않은 토지는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나이성의 해당 계획 예상
총비용은 15 조동이며, 2025 년까지 완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 한국 기업 동향


CJ ENM, 베트남에 비디오 커머스 콘텐츠 스튜디오 오픈
오는 7 월, CJ ENM 이 베트남 호치민 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비디오 커머스 콘텐츠 제작
센터

‘DADA

스튜디오

베트남’을

설립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스튜디오는 매 달 1 천 편의 V 커머스 콘텐츠를 생산,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비디오
커머스란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짧은 동영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상거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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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베트남 철수 가능성 높다” 현지 언론 보도
롯데 베트남 쇼핑은 2007 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 베트남 내 13 개 롯데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장기 투자 전략으로 사업 투자, 개발 계획을 병행 중이기에
2020 년에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현지 언론은 베트남 내 롯데마트의
매출 상승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롯데마트의 누적적자 규모는 1 억달러 (약
1000 억원)에 달하며, 400 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채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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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