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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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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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 주 주식시장은 VN 지수 992.87 포인트, HNX 지수 115.75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5 월 28 일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고, VN 지수 종가는 작년 12 월 15 일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보텀 피싱 기류가 부활하며 이내 HDB, CTG, VIC 등 은행, 부동산 및
에너지 산업의 대형주를 선두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개별 기업 뉴스



Siam Cement, 롱손 (Long Son) 석유화학단지 지분 100퍼센트 취득
Siam Cement (SGC)는 PetroVietnam이 보유하고 있는 Long Son Petrochemical Co.,
Ltd.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SCG는 2.05조동에 해당하는 29퍼센트
지분을 획득하게 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SCG는 롱손 석유화학단지의 간접 지분을 100퍼센
트 보유하며 단독 투자자 지위를 갖게된다.

2. 주요 경제 동향


재수출 목적 수입품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발행
베트남 정부가 새로이 발행한 시행령 69/2018/ND-CP 에 의거, 재수출 목적으로 베트남에
잠정적으로 수입된 상품은 세관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상 베트남에 있을 수 없게
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 담당 부서에 제출
해야 한다. 단, 각 연장 기간은 최장 30일이며, 최대 두번의 연장이 허용된다.



’18 1-5월 베트남 농림수산업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9.9퍼센트 상승
금년도 1-5월 농림수산업 부문 수출액은 15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9퍼센트 상승하였
다. 농산품, 수산품 및 임산물의 수출액은 각각 82.5억 달러, 31.2억 달러 및 34억이다. 중
국, 일본, 한국 및 미국이 4대 목재 수입국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중국은 독보적인 1위 쌀
수입국 지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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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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송금액 수취 순위 10위 안에 들어
최신자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이 해외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약 138억 달러로,
세계 8위이다. 대부분의 해외 송금은 해외 근무 베트남 근로자 및 기타 해외 거주 베트남인
에 의한 것이다. 미국 및 유럽에서의 송금이 전체 송금액의 60퍼센트와 20퍼센트를 차지하
였다. 대부분 송금액은 무역 및 생산활동에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부동산 투자, 친지에게
제공하는 재정지원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베트남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코워킹 (Co-working) 공간
CBRE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내 코워킹 공간 공급자와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2018 년
4 월 기준, 하노이와 호치민시에는 각각 19 개, 15 개의 코워킹 공간이 두 개의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23 개의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Toong, UP, Circo 등과 같은 로컬
회사가 시장 지분을 높여가는 가운데, 소규모 공급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 보고서
설문에 의하면 코워킹 공간 사용자의 90 퍼센트 이상이 35 세 미만이며, 사용자 절반은
주로 IT 산업에 종사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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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기업 동향


동원 시스템즈, 베트남 플라스틱 사업 확장
2015 년 동원 시스템즈는 베트남 포장애 회사 민 비에트 (MVP)와 탠 티엔 (TTP)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난 3 월에는 하노이
근교 박닌 공장에 1000 만달러를 투자하여 4500 평 규모로 증설하여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박닌 공장에는 연포장재 및 PET 등이 생산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는 현재
1000 억원 수준인 베트남 연매출을 3 년 안에 2000 억대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More Information: http://www.gnews.com/view.php?ud=201805291504552344fd4d2b07dc_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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