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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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
1000

130
990.52

125
983.02

980

957.35

960
940

120

968.91

111.99

115
110

110.92

109.66

107.06

920
2018-06-25

960.78

2018-06-26

Weekly NewsletterlVietnam1

2018-06-27

2018-06-28

106.17
2018-06-29

105
100



주중 주식시장 개관
이번 주 주식 시장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990.52 포인트에서 시작한
VN 지수는 960.78, 111.99 포인트에서 시작한 HNX 지수는 106.17 을 기록해 지난주에
비해 각각 2.3, 5.2% 하락했다. PetroVietnam Gas(GAS), PetroVietnam Well Drilling and
Services(PVD)와 PetroVietnam Mud Drilling (PVC) 등의 에너지 주들이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약진을 보였다.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외국자본은 약 2650 억 동의
순매도세를 보였다.



개별 기업 뉴스



베트남 최대 해운회사 Vinalines, 9월 상장 예정
베트남 최대 규모의 국영 해운사인 Vinalines가 주식 공개 상장을 인가받았다. 올해 말 주
식매각 및 주식 발행을 통해 민영화 과정이 진행된다. Vinalines의 전체 자본규모는 6억 1
천만 불(14조 400억여 베트남동) 가량이다. Vinalines는 다가오는 9월 총 정관 자본의 20%
에 해당하는 2억 8천만 주를 하노이 증권 거래소(HNX)에 매각할 예정이다.

2. 주요 경제 동향


성장률 낙관하는 베트남 은행가
베트남 은행업계가 2018년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리포트의 조사에 응한
모든 은행은 업계의 올해 성장률이 10%를 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정
책이 긍정적인 전망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증가한 외환보유고를 토대로
인플레이션율과 환율을 안정시켰다. 악성 부채의 비율 역시 2017년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은행업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용위험도, 자산
유동성과 금리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신용 거래가 증가할수록 가짜, 사기정보가 많아져
은행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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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베트남 수출입 규모 2000억 달러 돌파
베트남 관세청은 베트남의 올해 총 수출입 실적이 6월 15일 기준 약 2047억 달러에 다다
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2% 더 높은 수치다. 베트남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28억 6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총액은 1037억 9천만 불로 16.6%
증가했고, 수입총액은 1009억 3천만 불로 9.8% 높아졌다. 6월의 상반기 실적은 951억 달
러로, 특정 품목의 변동으로 지난달 하반기에 비해 14.4% 감소했다.

Weekly NewsletterlVietna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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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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 자본화 크기 9년 새 100배 증가
비상장기업들을 위한 베트남 2차 시장 UPCoM의 규모가 장 개시 이후 9년 새 100배로 커
졌다. 2009년 40억 동이었던 일 거래 규모는 4620억 동으로 115배 커졌다. 하노이 증권 거
래소 평균 거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HNX는 2009년 6월 무수수료 주식 거래를 제
한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UPCoM을 신설했다.
UPCoM을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늘어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외국인 투
자자 비율은 15.5~16.5%가량을 차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매도세로
전환하지 않고 매수 흐름을 유지했다. HNX는 UPCoM의 성장 흐름에 힘을 주기 위해 법적
제도 등을 정비하고 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일본 노무라, 호치민시 선화 센터에 투자 발표
일본계 부동산 회사인 노무라가 호치민시 선화 센터 지분의 24%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노무라는 늘어나는 오피스 수요에 맞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선화 센터는 호치민시 1 군에
위치한 23 층 20,800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이다. 노무라는 호치민시에는 A 급의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향후 수요가 계속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선화 센터의 입주 기업의 85%는 외국계
기업이며 작년 기준 공실률은 1% 미만이다.



Nam Long 그룹, Long An 지방에 Waterpoint 단지 개발 착수
Nam Long 그룹이 6 월 25 일 Long An 지방 Ben Luc 지구에 Waterpoint 단지를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Waterpoint 에는 연립 주택과 빌라 등의 저층 건물과 레지던스나
아파트 등의 고층 건물들은 물론, 사무실과 쇼핑,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시설, 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스포츠 시설들과 교육 시설 등도 함께 구성된다. Nam Long 은 또한 대학
및 국제학교를 위해 17 헥타르, 상업 지구용 8 헥타르,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3 헥타르의
부지를 남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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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기업 동향


평화정공, 베트남 생산공장 설립 추진…내년 9 월 완공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평화정공이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짓는다. 25 일 업계에 따르면
평화정공은 베트남 제 1 의 항구도시 하이퐁 경제자유구역 내 생산공장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투자등록증을 받았다. 평화정공은 7 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총 190 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부품 생산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9 월 완공되는 생산공장의 연간 부품
생산량은 750 만 개에 달할 전망이다. 평화정공은 공장 가동을 위해 현지 인력 300 명도
채용할 방침이다.
(More information: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6221453416744f58a467e8_1&md=20180622145519_J)



우리은행, 베트남 6 개 영업점 설립 인가 획득
우리은행은 27 일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6 개 영업점에 대한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우리은행은 베트남 북부의 타이응우옌, 하이퐁, 하남지역과 남부의 호치민,
연짝, 빈증지역 등 6 개 영업점 설립 인가를 획득해 올해 순차적으로 영업점을 신설한다.
베트남에서 외국계 은행이 동시에 6 개 영업점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하노이, 호치민, 박닌 등 3 개 영업점을 보유한 베트남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9 개의
영업점으로 확대해 베트남 주요거점 지역의 영업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며, 매년 5~6 개
네트워크를 확대해 2020 년까지 20 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2699.html)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권창중 kwoncj5611@naver.com +84-93-277-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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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