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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 뉴스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VN Index (LHS)

HNX Index (RHS)

1,300

140

1,200

130

1,100

120

1,000

110

900

100

800

90

700

80

600

70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960

942.39

940
920
900

120

943.97
933.39

921.27

110

911.11

103.12

104.83

115

106.93

105.58

107.62

105
100

880

95

860

90
2018-07-16

2018-07-17

Weekly NewsletterlVietnam1

2018-07-18

2018-07-19

2018-07-20



주중 주식시장 개관
지난 주 부진했던 베트남 주식시장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HNX 지수는 지난 주보다
5.11 포인트 상승해 107.62 포인트로 완만한 성장세 속에서 장을 마감했다. VN 지수는
목요일 최고 947.07 포인트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ETF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영향을 받아
933.39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종목으로는 보험, 부동산 주들이 크게 부진했다.



개별 기업 뉴스



PetroVietnam Power Nhon Trach, 실현 이익 보고해
베트남 석유 발전 Nonh Trach 2 법인은 2분기 세후 이익으로 2,690억 동(1,200만 달러)
을 거뒀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41% 오른 수치다. 회사의 2분기 재정 수입액은 작년에 비
해 약 7배 증가한 1,020억 동이었다. Nonh Trach 2 법인은 올해 초부터 6개월 동안 4조
동의 매출액과 5,040억 동의 세후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각각 연 목표의 58%, 67%에 해
당하는 기록이다.



Hoa Phat steel pipe 상반기 매출 14.8% 성장
Hoa Phat 그룹의 자회사인 Hoa Phat Steel Pipe 주식회사는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4.8% 성장했다고 밝혔다. 전체 출하량은 314,000 톤에 달한다. 1-6월 철강 수출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성장한 850만 달러를 기록했다. Hoa Phat Steel Pipe는 품질 향
상과 현 시장 확대에 매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탐색을 꾀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으로
는 미국, 캐나다, 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있다.
베트남 철강 협회는 상반기 철강 생산량과 판매량이 작년 동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
다고 밝혔다. 협회 소속 회사들의 강관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 14.1% 증가해 거의 120만
톤에 달했다. 수출량은 40.3% 증가한 167,000톤을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신시장 창출
로 인해 철강 부문에서 미국의 관세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철강 협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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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경제 동향


베트남 재무부, 하반기 3.9% 이하의 물가상승률 목표
Vuong Dinh Hue 부총리가 물가상승률을 전년 대비 3.7-3.9%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베트
남 재무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해와 홍수 기간 동안 필수재의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 가격 관리부에 따르면 지난 2개월 간
국내 물가는 국제 석유 가스 가격의 상승 및 지역별 쌀,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았
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당분간 산업무역부, 농업농촌개발부와 협력해 석유 가스와 농산품
가격을 관리할 예정이다.



베트남, 상반기 무역 흑자 기록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33억 7,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최고
수준이다. 관세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 기간보다 16.3% 증가
한 1,142억 달러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20개의 상품이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수입을 올렸다. 휴대폰 및 관련 부품(225
억 달러),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134억 5,000만 달러), 섬유 의류(134억
2,000만 달러), 기계, 장비 도구 및 예비 부품(78억 달러), 신발(77억 9,000만 달러) 등의
품목이 해당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 기업은 상반기 연간 19.9% 증가한 330억 7,00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해외로 수출했다. 외국계 기업은 808억 6,0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14.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수출이 2,366억에 달해
2017년 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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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시장 동향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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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강화 권고받은 베트남
피치 레이팅이 베트남 거시 경제의 안정과 투자 수준의 향상을 위해 통화정책을 점진적으
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전 HSBC, ANZ와 IMF 역시 베트남 통화정책의 강화를 권
한 바 했다.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지난 3년 간 일부 자산 및 투자 항목의 가격은 상승해왔다. 주식 시장
은 2016년 이래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또한 2017 초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양적 완화는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했다. 2016년과 2017년 인플레이션율은 비교적 안
정적이었으나, 올해 5개월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 연준은 2017년 3번의 금리 인상 이후 올해에도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이 모두 주요 금리를 올리고 있는 지금이 통화 정책을 강화할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 순 자본 투입량 196억 달러로 세 배로 늘려
최근 베트남 동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은행 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주 베트
남 중앙 은행은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그 전 주에 비해 순 자본 투입량을 45조
2,000억 동(19억 6,000억 달러)으로 세 배 늘렸다.
은행 간 시장 금리는 처음 6개월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6월 25일까지 1일물 대출과
1주 대출 금리는 1%였다. 1개월 대출 금리는 1.6%로 지난 5월 말보다 0.7-0.8%, 작년 같
은 기간 대비 1.6%-2% 하락했다.
늘어나는 수요는 대부분의 은행 간 대출 시장 금리를 0.16-0.2% 포인트 상승시켰다. 예로
지난 주 1일물 대출 이율은 1.36%로 마감해 올 초보다 48bp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국가
금융 감독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상반기 거의 210조에 달하는 순 자본을 투
입해 상업은행의 유동성을 도왔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관광 열기 흡수하지 못하는 호치민시 호텔업계
호치민 시 호텔 수요의 급증에 맞춰 투자자들이 호텔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자하려 하고
있지만, 호텔 개발에 유리한 토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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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들은 1 분기 만족스러운 경영 실적을 보였다. 객실 점유율은 85%를 넘었고 객실
요금은 증가했다. 분석가들은 더 많은 여행객이 호치민시에 찾아오고 있지만 호텔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호텔 분야, 특히 3-5 성급 호텔에 대한 투자 기회는 매우
긍정적이다.
호치민 시는 베트남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50%를 넘는 지분을 차지하는 주요
관광지다. 관광객 수의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넘나들고 있지만, 도시의 호텔 성장률은 다른
지역에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아파트 부족한 베트남
2 분기 하노이와 호치민 시의 서비스 아파트의 객실 점유율이 각각 88%와 80%를
기록했다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 Savillas Vietnam 의 연구이사가 전했다. 1993 년 이후
국제 부동산 기업들이 베트남의 서비스 아파트에 투자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 건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노이에는 3 개의 주요 국제 체인에 속한 서비스 아파트가 900 채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외국계 기업들이 다양한
지방의 거대 산업 지대에 상점을 세우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서비스 아파트는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 집중돼 있다. 그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직원을 주요 고객으로
하기에 서비스 아파트의 수요는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5. 한국 기업 동향


남동발전, 베트남 사무소 개소식...동남아 전력시장 진출 발판
한국남동발전이 신흥 전력시장으로 각광받는 베트남 발전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17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남동발전 베트남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18 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베트남 사무소를 베트남 사업진출
뿐 아니라 동남아 전력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활용할 계획이며, 베트남
전력공급 안정화와 해외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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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476406619275832&mediaC
odeNo=257&OutLnkChk=Y)



한국-베트남 부동산 합작법인 `디아이씨코리아` 설립
20 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지엠지홀딩스와 베트남 건설부 산하 기업 DIC 그룹은 한국베트남 부동산 합작법인 `디아이씨코리아(DIC KOREA)`를 설립했다. 지엠지홀딩스는 건축,
건설, 부동산개발사들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회사다. DIC 그룹은 베트남 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로 현재 32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기업이다. 약 2 조원 이상의 자산과
5000 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 건설, 제조, 유통,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아이씨코리아(DIC

사업을
KOREA)를

진행하고
통해

있다.

양사는

현지에서

추진하는

한국-베트남
각종

건설,

합작회사인
부동산

관련

개발사업을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사업, 도시건설
개발사업, 리조트 건설사업, 대규모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한국의 선진화된
대규모 부동산 개발 및 건설사업 시스템을 베트남 현지에 수출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 내
도시건설 등에 관심이 있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과 접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베트남 간의 공신력 있는 부동산 합작기업이 탄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투자자들은
베트남에 가지 않고도 한국에 있는 디아이씨코리아(DIC KOREA)를 통해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손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의 법과 제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현지 리스크를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More Information: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5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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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