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주차│제 146호

7월 베트남 경제 동향 및 전망
 글로벌 훈풍 속에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인 베트남 경제
 베트남 경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G20 서밋 이후 美中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모처럼 증시는 상승하고 환율과 금리는 안정을 찾았음. 7월 경제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
 美中 무역 분쟁 장기화 속에서도 CPTPP 효과로 인해 베트남의 수출입은 전년 대비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며(수출 yoy
+8.6%, 수입 +9.7%), 7월까지 $18억의 흑자를 기록. 인플레이션은 7월 들어 소폭 상승(평균 +2.61%, 근원 CPI
+1.89%)했으나, 여전히 정부의 목표치 상단 4% 하회 중. 산업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9.4% 증가(전월 대비 +5.9%). 이는
작년보다는 낮았지만 2016년과 2017년보다는 높은 증가율. 제조업 PMI는 52.6을 기록하며 44개월 연속 확장세
기록하여 견조한 모습. 신규 설립 기업은 약 79.3천 개로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등록 자본금은 999.4조 동, +29.6%)
 국가 예산의 투자는 158.3조 동으로 연간 계획의 44.9% 이행 중(작년 동기 대비 +3.9%). 베트남으로의 FDI는 등록

자본금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6% 감소했으나, 이행 자본금 기준으로는 7.6% 증가하여 향후 추이 관찰 필요. 리테일
판매액은 2,804.8조 동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6% 증가(가격 요인 제외 시 +8.74%).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도
꾸준히 증가 중(9.8백만 명, yoy +7.9%). 한편, 정부 수입은 777.7조 동(7월 15일까지)으로 연간 추정치의 55.1%
달성했고, 지출은 726.2조 동으로 44.5% 달성

 8월, 對外 환경 급변에 따른 변동성 확대 예상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對中 $3천억 10% 추가 관세 부과 시사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 되돌림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음. 특히, 베트남과 같은 이머징 시장에 대한 위험회피 심리가 우세해져 특히
환율에 대한 변동성 확대는 증시와 금리 움직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목표 범위 내 인플레이션

어려운 환경 하에서 선전하고 있는 무역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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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8.2

7.26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베트남

VN

991.10

993.35

↓

-0.23

↑

11.04

인니

자카르타종합

6,340.18

6,325.24

↑

0.24

↑

2.35

인도

SENSEX

37,118.22

37,882.79

↓

-2.02

↑

2.91

상해종합

2,867.84

2,944.54

↓

-2.60

↑

14.99

심천종합

1,539.86

1,573.45

↓

-2.13

↑

21.45

H

10,348.63

10,853.17

↓

-4.65

↑

2.21

항셍

26,918.58

28,397.74

↓

-5.21

↑

4.15

KOSPI

1,998.13

2,066.26

↓

-3.30

↓

-2.10

중국

홍콩

한국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878.22
'19/01/03
5,683.50
'18/09/05
33,349.31
'18/10/26
2,464.36
'19/01/03
1,232.01
'18/10/18
9,833.69
'19/01/02
24,585.53
'18/10/30
1,993.70
'19/01/03

1,023.62
'18/10/04
6,547.88
'19/02/06
40,267.62
'19/06/03
3,270.80
'19/04/19
1,783.01
'19/04/09
11,848.98
'19/04/17
30,157.49
'19/04/09
2,355.43
'18/09/27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8.2

7.26

전주대비(bp)

베트남

4.45

4.51

↓

-6.10

↓

-67.30

인도네시아

7.57

7.22

↑

35.40

↓

-45.60

인도

6.35

6.52

↓

-17.20

↓

-101.70

중국

3.10

3.17

↓

-7.00

↓

-20.70

한국

1.34

1.42

↓

-8.00

↓

-61.60

전년말 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4.45
'19/08/02
7.10
'19/07/16
6.33
'19/07/16
3.07
'19/03/29
1.34
'19/08/02

5.25
'18/09/07
8.88
'18/10/15
8.18
'18/09/11
3.70
'18/09/21
2.58
'18/08/03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23,175.00
'18/12/28
13,920.00
'19/02/06
68.42
'19/07/05
6.69
'19/02/27
1,105.45
'18/12/04

23,419.00
'19/05/20
15,238.00
'18/10/09
74.39
'18/10/09
6.98
'18/10/31
1,197.60
'19/08/02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8.2

7.26

달러-동
(VND)

23,226.00

23,211.00

↑

0.06

↑

0.22

달러-루피아
(IDR)

14,185.00

14,009.00

↑

1.26

↓

-1.42

달러-루피
(INR)

69.60

68.91

↑

1.01

↓

-0.24

달러-위안
(CNY)

6.94

6.88

↑

0.87

↑

0.90

달러-원
(KRW)

1,197.60

1,184.88

↑

1.07

↑

7.80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홍콩, 2019년 첫 7개월 동안 베트남의 최대 外資국

7.29, VNS

 요약
 계획투자부의 FIA에 따르면, 홍콩은 올해 첫 7개월
동안 베트남의 FDI 선두로서의 왕좌를 유지했는데,
베트남에 $54.4억을 투입했음

 계획투자부의 FIA에 따르면, 홍콩은 올해 첫 7개월 동안 베트남의 FDI 선두로서의 왕좌를 유지했는데, 베트남에
$54.4억을 투입했음
 한국은 2위로 $31.3억 이상이었음. 중국 본토는 3위로 $24.5억이었고 싱가포르와 일본이 각각 $22.9억과
$22.5억으로 뒤를 이었음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7개월 기간 동안 $202억을 베트남에 투자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음. 이 중에서, 약 $82.7억은 2,064개의 새롭게 허가된 프로젝트에서 나왔고, $34.2억은 자본금을 늘린
781개 기존 프로젝트에서 나왔으며, 나머지 $85.2억 이상은 베트남 기업들 내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외국인
플레이어들에 의해 지출되었음
 새로운 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FDI 이행액은 작년 동기 대비 $106억으로 긍정적인 7% 증가를 나타냈음
 1~7월, 제조 가공업은 $144.6억을 유치하여 외국계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이었는데, 베트남의 총 FDI 중
71.5%를 차지했음. 부동산이 $14.7억(7.3%), 도소매, 자동차, 오토바이 수리가 $10.9억(5.4%), 과학 기술이
$930백만(4.5%)으로 뒤를 이었음
 FDI를 받은 지역당국들 중에서, 하노이는 $48.5억 이상으로 1위를 차지했고, 호치민시가 $35.4억, 남부 Binh

Duong과 Dong Nai성이 각각 $17.3억과 $14.3억으로 뒤를 이었음
 외자 기업들은 $1,000억 이상 상당의 제품을 이 기간 동안 수출했고 이들의 수출액은 $852억에 달했음. 이는
$186.3억의 무역 흑자를 야기했음
 앞서, BVSC는 베트남으로의 FDI가 올해 말까지 $220억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는데, 전년 대비 13~15%
증가한 것임
 가까운 미래에 FDI 증가에 대한 주요 원천은 한국, 중국 본토, 대만, 홍콩에서 나올 것임

의무적인 非-현금 거래 리스트 발표

7.29, VNS

 요약
 당국은 非-현금 결제로의 움직임으로 일부 분야에
서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할 거래의 리스트를 발표
했음

 당국은 非-현금 결제로의 움직임으로 일부 분야에서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할 거래의 리스트를 발표했음
 SBV의 새롭게 공표된 규정에 따르면, M&A 활동, 증권, 세금, 국가 예산의 여러 결제와 거래는 이제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함
 이에 따라, 금융 부문에서, 다른 기업의 지분을 매매하기 위한 자본금을 기여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기여된
자본금을 이전하는 기업은 非-현금 결제 형태를 사용해야 함

 非-대출 기관들도 대출과 대출 상환 관련 거래에 非-현금 결제를 사용해야 함
 증권 부문의 일부 거래는 은행을 통해 결제되어야 함. 이들은 베트남 증권 예탁 센터뿐만 아니라 하노이 및 호치민
증권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 채권 거래 결제, 증권사의 고객들에 대한 증권 거래의 결제임
 세금 부문에서, 기업은 20백만 동($860) 이상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또는 수출에 非-현금 결제를 사용해야
세금 환급과 기업 소득세 감면을 누릴 수 있음
 이 규정은 또한 국가 예산 수입과 지출 거래가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함
 이 법에 따라 은행을 통한 의무적인 거래의 리스트는 정부 사무소, 재무부, SBV, 관련 부서와 지점의 전자 포탈에

공개됨
 SBV의 결제국에 따르면, 현금의 사용은 非-현금 결제가 더 일반화되면서 감소하고 있음. 2019년 첫 5개월 동안,
은행 간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한 총 거래액은 작년 동기보다 23.23% 급증했고, 거래의 수는 17.63% 증가했음
 전자-결제도 거래의 수에서 65.81%, 액수에서 13.46% 증가했음
 특히, 모바일 결제는 양에서 전년 대비 97.75%, 액수에서 232% 증가를 나타냈음
 총리가 승인한 2016~2020년 기간 동안 非현금 결제에 대한 정부 계획에 따라, 현금을 사용하는 거래의 비율은
2016년 90%에서 2020년 말까지 10% 미만으로 줄어들 것임

약 $70억의 가치를 지닌 베트남의 탑 10 브랜드

7.30, e.vnexpress.net

 요약
 올해 베트남의 가장 가치 있는 10개 브랜드는 총
$69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전년 대비 $900
백만 증가했음

 올해 베트남의 가장 가치 있는 10개 브랜드는 총 $69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전년 대비 $900백만 증가했음
 포브스 베트남에 따르면, Vinamilk는 $22.4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브랜드 가치로 계속 1위를 차지했고, Viettel은
$21.6억 이상으로 그 뒤를 이었음
 올해, Viettel은 브랜드 가치에서 작년 약 $14억에서 올해 $21.6억으로 최대 증가를 기록했음. Sabeco는
$486백만의 브랜드 가치로 3위에 올랐음

 탑 10 중 나머지 7개는 Vinhomes, Masan Consumer, MobiFone, VinaPhone, Vietcombank, FPT, Vincom
Retail이었음(순위 순)
 베트남의 가장 가치 있는 50개 브랜드의 추정 가치는 $93억 이상에 달해 작년 비슷한 리스트 대비 $12억
증가했음
 포브스 베트남에 따르면, 식료품 산업은 10개 대표회사들로 이 리스트를 계속 지배했음. 농업, 증권, 관광 및 숙박
서비스 등 지원 산업은 각각 1개의 대표회사만 올렸음

은행들, 2019년 악성 부채 회수 강화

7.31, VNS

 요약
 일부 은행들은 2019년 상반기 동안 NPL에 담보된
자산을 매각하여 악성 부채에서 수조 동을 회수했
음

 일부 은행들은 2019년 상반기 동안 NPL에 담보된 자산을 매각하여 악성 부채에서 수조 동을 회수했음
 Sacombank는 올해 상반기 동안, 11조 동($472백만) 이상 상당의 악성 부채를 회수했는데, 2년 전 악성 부채를
리스트럭처링하기 시작한 이후 총 약 35.7조 동에 달함
 Sacombank는 또한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다른 성에 있는 담보물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음(Bao
Hung 거주 지역 프로젝트에 속한 토지, 호치민시 8군에 있는 2개 기타 플롯). Sacombank는 9,280억 동으로 이

자산에 대한 시작 가격을 설정했음
 Sacombank은 또한 호치민시 Binh Chanh군에 있는 토지 사용권을 1.3조 동 이상으로 시작 가격으로 매각할
계획임
 남부 Binh Duong성에서, Sacombank는 총 면적 29,600 제곱 미터 이상인 15개 토지 롯트에 대한 입찰을
모집했음. 이 부동산에 대한 시작 가격은 8,970억 동임
 한편, DongA Bank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악성 부채에서 1.8조 동 이상을 회수했음. 2015년 8월과 2019년 6월
사이, DongA Bank는 약 16.3조 동을 회수했음
 SBV에 따르면, 작년 공표된 강화된 법적 프레임워크는 차입자가 디폴트 시 담보물 또는 대출에 담보된 자산을
신속하게 압류하도록 허용하여 은행들과 VAMC가 악성 부채를 더 잘 관리하도록 도왔음
 총리의 경제 자문 그룹은 악성부채를 리스트럭처링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최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음
 SBV에 따르면, 2012년과 올해 6월 말 사이에, 로컬 뱅킹 시스템은 악성 부채에서 937조 동 이상을
처리했는데(2018년 처리된 163조 동 이상을 포함), 뱅킹 시스템의 악성 부채 비율을 6월 말까지 1.91%로
떨어뜨렸음

7월 CPI 소폭 상승

7.31, VNS

 요약
 GSO에 따르면, 7월 국가 CPI는 전월보다 0.18%,
전년 대비 2.44% 올랐음

 GSO에 따르면, 7월 국가 CPI는 전월보다 0.18%, 전년 대비 2.44% 올랐음
 11개 주요 상품 그룹 중에서, 9개는 물가 상승을 경험했음(상품과 기타 서비스 0.94%, 식품과 케이터링 서비스
0.33%, 교육 0.22%, 문화, 엔터, 관광 0.15%, 음료와 담배 0.12%)
 교통, 주택, 전기, 용수, 건설 자재의 물가는 0.03%의 동일한 가격 하락을 나타냈음
 GSO에 따르면, 7월의 CPI 상승은 식품의 가격 상승에 힘입었음(특히, 돼지고기는 전월보다 0.81% 올랐음)
 또한, 석유 가격은 6월 대비 0.04% 올랐는데, 이는 7월 이 상품의 0.002% CPI 상승을 야기했음
 한편, 7월 건강 보험 그룹의 CPI는 기초 급여의 상승 때문에 전월 대비 6.67% 올랐음
 일부 성과 중앙급 시에서 정부 법령에 따른 수업료의 상승이 있었음
 7월 VND/USD 환율은 0.56% 하락했음
 7월 동안, 국내 금 가격은 약 3.97백만 동($171.06)/tael이었는데, 전월보다 4.78% 올랐음
 1~7월 평균 CPI는 전년 대비 2.61% 올랐는데, 지난 3년래 7개월 기간 동안 최저 상승률이었음

 7월과 2019년 첫 7개월 동안 근원 인플레이션은 작년 동기보다 각각 0.23%, 1.89% 올랐음

7개월 무역 흑자 $18억 기록

8.1, VNS

 요약
 GSO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첫 7개월 동안 $18
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작년 동기에 기록한
$26억 무역 흑자보다 훨씬 적었음

 GSO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첫 7개월 동안 $18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작년 동기에 기록한 $26억 무역
흑자보다 훨씬 적었음.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는 이 기간 동안 $440억으로 12% 증가한 일부 국내 부문의 수출액
덕분이었는데, 총 수출액 중 30.3%를 차지했고, $1,011.3억을 기록한 외자 부문의 5.6% 증가율보다 높았음
 고무적인 수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문은 여전히 $168억의 무역 적자에 직면했고 외자 부문은 $186억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은 해외 상품 수출에서 $1,451.3억을 벌었고, 전년 대비 7.5% 증가했음
 수출액의 증가는 주로 $10억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한 24개 품목 덕분이었음. 이러한 주요품들은 베트남의 총
수출액 중 88.1%를 차지했음. 이들 중에서, 전화와 부품은 $273억으로 최대 수출품이었는데, 전년 대비 3%
증가했고 총 수출액 중 19%를 차지했음. 전자제품, 컴퓨터와 부품은 $186억으로 그 다음이었는데 15% 증가했고
의류와 섬유는 3위로 $183억을 기록했는데, 11% 증가했음. 상당한 수출액을 기록한 다른 주요품들은
신발류($104억, 14% 증가), 기계, 장비와 부품($97억, 7.2% 증가), 목재와 목제품($57억, 16% 증가)이었음. 한편,
야채와 과일, 커피와 쌀의 수출은 각각 $23억, $18억, $17억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감소를 경험했음
 GSO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미국은 $325억으로 베트남 상품의 최대 수입국이었는데, 작년 동기보다 25%

증가했음. EU와 중국은 2위와 3위로 각각 $243억과 $200억이었음
 1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은 수입에 $1,433.4억을 지출했는데, 전년 대비 8.3% 증가했음. 전체에서, 약 $610억은
국내 부분에 의한 것이었는데, 13% 증가했고 외자 부문에 의한 약 $830억은 5.3% 증가했음
 $10억 이상의 수입액을 나타낸 28개 제품이 있었는데, 외국산 총 구매 중 85.8%를 차지했음(컴퓨터와 부품
$282억, 기계와 장비 $210억, 의류 $78억, 자동차 $43억)
 중국은 7개월 기간 동안 $420억으로 베트남의 최대 수입 시장을 유지했는데, 전년 대비 17% 증가했음. 이는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이 중국 시장에 직면해야 했던 $220억의 무역 적자를 야기했는데, 전년 대비 38% 증가했음.
한국은 2위로 $266억 상당의 상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했는데, 전년 대비 1% 줄었고, 아세안이 $188억으로 뒤를

이었는데, 5% 증가했음

은행들, 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금리 인하

8.1, VNS

 요약
 일부 은행들은 2019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정부의 우선 부문의 베트남 동화 대출 금
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갑자기 발표했음

 일부 은행들은 2019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정부의 우선 부문의 베트남 동화 대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갑자기 발표했음
 VietinBank는 올해 국내 생산과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출 금리를 인하한 것이 두 번째라고 하였음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Agribank, VietinBank, Vietcombank, BIDV를 포함한 국영 은행들은 정부의 우선 부문에

있는 기업들의 대출에 대해 연 0.5~1%p 금리를 인하했음
 BIDV는 8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 5.5%의 새로운 최대 금리를 적용했는데, 이는 중앙 은행에 의해 규정된
상한보다 1%p 낮음. 이러한 금리 인하는 수출, 지원 산업, 선진 기술의 분야에 있는 우선 기업들에게 제공됨
 BIDV는 총 70조 동($30억) 규모의 우대 신용 패키지 2건을 출시했는데, 지난 달의 금리 대비 연 0.5%p 금리를
인하했음. 이 중에서, 첫 신용 패키지는 중소 기업에 대해 60조 동 규모이고, 단기 패키지는 마이크로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10조 동 규모임
 Vietcombank도 베트남 동화 단기 대출 금리를 최대 연 5.5%로 적용했는데, 이는 중앙 은행의 상한 금리보다
1%p 낮음. 이 금리는 우선 부문에 있는 차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및 새로운 대출에 적용 가능함
 Vietcombank는 이번 금리 인하가 넓은 규모로 적용될 것이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를 누리는 대출은 현재 단기
대출의 경우 펀딩의 38%, 동화 전체 대출 잔액의 20%를 차지함
 국영 상업 은행들 외에도, 국내 합작 은행들은 우대 금리의 공급에 가입했음. Techcombank에 따르면, 리테일러,
중소 기업인 고객은 우대 금리 대상임
 기업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로컬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연초 이후 두 번째임. 올해 초, Vietcombank,
Vietinbank, BIDV, Agribank의 4개 국영 상업 은행들은 우선 부문에 있는 기업에 대해 0.5%p 금리를
인하했음(농업 기업, 수출품 생산 기업, 중소 기업, 지원 산업 내 운영 기업, 스타트-업 포함 하이-테크 기업)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금리의 인하가 갑작스런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특히 예금 금리가 최근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었음

대출 기관들, 비즈니스 성과 개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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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SBV의 6월 서베이에 따르면, 베트남 내 대부분의
국내외 은행들은 2019년 3분기 동안 작년 동기보
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SBV의 6월 서베이에 따르면, 베트남 내 대부분의 국내외 은행들은 2019년 3분기 동안 작년 동기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베트남 내 모든 국내외 은행들을 커버한 6월에 실시된 비즈니스 센티멘트 서베이에 따르면, 많은 은행들은 또한
2019년 한해 동안 비즈니스의 상승세를 예상함
 이 서베이에 따르면, 85.4%의 은행들이 3분기 개선을 예상함

 전체 중 88.5%는 자신의 성과가 올해 계속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중 27.4%는 ‘상당한 개선’을 예상했음
 2분기 동안, 76%의 은행들은 전 분기보다 개선된 비즈니스 성과를 보고했음
 전체의 98% 은행들은 베트남 동화와 외화 모두의 측면에서 유동성이 양호했고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하였음
 대출 기관들의 대다수는 예금과 대출 모두에 대한 금리가 이번 분기와 2019년 전체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함
 이들은 3분기와 2019년 한해 동안 자본 조달의 경우 각각 4.1%와 13.47%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3분기 동안

4.13%, 2019년 동안 14.33%의 신용 증가율을 예상함
 특히, 이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들 내 NPL의 해결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음(2분기 동안 27.4%의 은행들이,
3분기 동안 26.9%의 은행들이 NPL 비율 하락을 보고했음). 이 비율은 올해 3월에 실시된 이전 서베이의 24.3%와
23.4%보다 높았음
 은행들은 또한 비즈니스 환경이 2분기 동안 개선되었고 추가 개선이 올 한해 동안 예상된다고 하였음
 이 서베이에 따르면, 전체의 9.5%는 모든 고객그룹의 전반적인 리스크가 2019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16.8%는 이 리스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13.7%는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였음

베트남인들, 해외 여행 시 신용 카드보다 현금 선호

7.31, e.vnexpress.net

 요약
 해외 여행 시 60.1%의 베트남인들이 외화를 사용
했고, 50.3%는 신용 카드를 사용했음

 해외 여행 시 60.1%의 베트남인들이 외화를 사용했고, 50.3%는 신용 카드를 사용했음
 Outbox Consulting이 발표한 "Vietnam Outbound Travel Trends 2019"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0.5%의 응답자들만이 작년 해외 여행 시 여행자 수표를 사용했음
 젊은 여행자들은 현금 결제를 선호하고, 나이든 여행자들은 비현금 결제를 선호함
 1980~1999년 태어난 약 절반(49.9%)의 응답자들은 해외 여행 시 일반적으로 결제에 현금을 사용함. 한편,

1970년 이전에 태어난 58.8%의 응답자들은 카드 결제가 선호하는 옵션이라고 하였음
 이 서베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해외를 여행한 20~50세, 약 1,053명의 베트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음
 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베트남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5대 여행지임. 베트남 관광객들의 52%는
혼자 해외 여행을 했고 38%는 투어 패키지를 선택했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베트남 여행자들은 각 해외 여행에서 5~10백만 동($215~430)을
지출했고, 투어 패키지를 구입한 여행객들은 여행 당 10~20백만 동을 지출했음
 여행지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들은 지출(60.1%), 좋은 경치(53.1%), 안전(47.9%), 비자 절차(43.5%), 해외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40.&%)이었음
 많은 베트남인들이 최근 해외로 나가고 있음. 작년 8.6백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해외를 여행했는데, 1년 전보다
15% 증가했음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6~2021년 9.5%의 예상 연 성장률로 미얀마에 이어 아태 지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웃바운드 시장임
 업계 관계자들은 더 많은 베트남인들이 중산층에 가입하기 때문에, 점점 더 여행지로 해외를 찾고 있다고 하였음.
2017년 World Bank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매년 1.5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과 상류층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2017년 Euromonitor에 따르면, 베트남발 아웃바운드 여행은 2012~2017년 기간 동안 연 10~15%로 증가했음

호치민시, 2021년 전에 자동차 통행료 징수 안해

8.1, e.vnexpress.net

 요약
 호치민시 교통국에 따르면, 2021년은 호치민시
내 자동차가 중심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가장 이
른 시기가 될 것임

 호치민시 교통국에 따르면, 2021년은 호치민시 내 자동차가 중심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가장 이른 시기가 될
것임
 그리고 이는 주요 교통 인프라(첫 메트로 라인, 64km 순환 도로, 29km BRT 노선)가 그 당시 완공되어야만 일어날
것임
 일부 사람들은 호치민시가 이미 중심가 지역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오해했음.

이 프로젝트는 현재 추가 연구가 필요한 제안에 불과함
 호치민시가 이 프로젝트에 펀딩하기로 동의하면, 교통국은 실현가능성 연구를 실시하고 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리스트에 추가할 것임
 호치민시가 이 프로젝트의 실시를 허용하면, 지명된 투자자가 서베이와 실현가능성 보고서를 수행할 경쟁력 있는
컨설턴트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모집할 것임(통행 요율, 게이트별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 교통
시뮬레이션, 기타 등등)
 현재, 호치민시는 1, 3군과 5, 10군 경계에 34개 톨 게이트를 세우는데 2,500억 동($10.7백만)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함. 이들은 교통 혼잡을 종종 겪는 호치민시 중심과 특정 주요 도로로의 접근을 제한할 것임

부동산 시장, 올해 말까지 긍정적인 성장 예상

8.3, VNS

 요약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긍정적인 신호가 호치민
시의 부동산 시장에 올해 말까지 나타날 것임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긍정적인 신호가 호치민시의 부동산
시장에 올해 말까지 나타날 것임
 총리가 국가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리뷰하라고 요청한 2017년 3월 7일 이후, 시장은 상당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음
 2017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전년 대비 4.07% 성장했지만 2018년 하락하기 시작했음

 2019년 첫 7개월 동안, 전체 시장은 규모에서 34% 가라앉았음(프로젝트 수에서 29%, 아파트 공급에서 34%
감소). 공급은 하이-엔드 부문에서 44%, 포켓-사이즈 부문에서 34% 감소했음. 한편, 2분기 동안 판매를 개시한
로우-엔드 부동산 프로젝트는 없었음
 1~7월, 호치민시 건설국은 3건의 새로운 프로젝트만을 검토를 위해 시 인민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80% 이상
감소했음. 부동산으로부터 국가 예산 수입도 60% 이상 급감했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고, 부동산 시장은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더 밝은 전망이 있을 것임(동부와 남부 지역의
프로젝트 이행 포함)
 그러나, 당국은 정책 입안자들이 부동산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돕는데 어려움에 대해
경고해야 함
 전문가들은 은행 자본이 여전히 부동산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걱정만큼 타이트하지 않았음
 앞서, 일부는 Circular 36/2014/TT-NHNN를 대체할 초안(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에
대해 걱정함. 이에 따라, SBV는 중장기 대출에 대한 단기 자본의 비율을 줄일 것임. 2022년까지 지속될 3단계
로드맵에 따르면, 중장기 대출에 대한 단기 자금의 최대 비율은 2020년 7월 1일까지 30%로 줄어들 것임
 이 회람 초안은 또한 30억 동($129,000) 상당의 주택 구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가중 비율을 150% 이상으로,
15~30억 동 상당의 대출에 대한 비율을 100%로 설정함(두 대출 모두의 현재 비율은 50%임)

 15억 동 미만의 대출과 사회 및 정부 지원 주택 프로젝트의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의 경우, 이 비율은
50%로 설정됨

부동산 시장, 올해 말까지 긍정적인 성장 예상(계속)
 이러한 개정은 부동산 시장, 특히 럭셔리 주택 프로젝트로의 신용을 타이트하게 할 것임
 그러나, 중앙 은행의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베트남 경제에 대한 신용 잔액은 2018년 말 대비 7.33$
증가했음.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 신용 잔액은 약 1.4천조 동($602억)에 달했고, 전년 대비 6.5% 증가를 기록했음

 부동산 시장으로의 신용을 타이트하게 하는 정책은 사실 일부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에게 적용되었고 모두에게는
아니었음. 올해 말, 자본 유입(특히 부동산 시장으로)을 포함해 많은 밝은 부분이 있을 것임
 올해 첫 6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의 총량이 34% 감소했음에도,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음. 부동산 시장의 어려운
단계는 이전 하락세와 같지 않음. 베트남은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의 발전 기회, 모든 부문의 성장처럼 양호한
매크로 기반을 갖췄음

부동산 기업들, 은행 대출 축소 때문에 채권으로 전환

8.2, VNS

 요약
 부동산 개발에 대한 신용 정책이 점차 타이트해지
고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은 부동산 기업들에게 자
본을 조달하기 위한 이상적인 채널이 되고 있음

 부동산 개발에 대한 신용 정책이 점차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은 부동산 기업들에게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이상적인 채널이 되고 있음
 채권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은 부동산 기업들에게 자금을 위한 은행을 넘어 바라봐야 하는 순간에 새로운 옵션임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여전히 은행 대출과 고객들로부터 주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음(건설 진행에 따라 납부)

 그러나, 채권 발행은 2019년 동안 자본을 조달하는데 효과적인 채널을 증명하고 있고 주요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동산과 같은 위험한 부문들로의 대출을 제한하는 여러 정책들이 발효되었거나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임
 중앙 은행은 부동산 대출의 리스크 가중치를 2019년 200%에서 250%로 올렸는데, 이는 부동산 부문에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들에게 최소 자본 요건이 바젤 기준 하에서 리스크 가중 자산의 비율이기 대문에 상당한
디스인센티브임
 한편, 중장기 대출에 사용될 수 있는 단기 예금의 최대 양을 45%에서 40%로 줄이는 것에 관한 SBV의 규정은
은행들의 유동성을 줄일 것임
 결국, 부동산 기업들은 다른 재원을 모색해야 함
 그러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좋은 브랜드명, 평판, 명성을 갖춰야 함
 게다가, 채권 발행자들은 주식 발행자들보다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투명성 포함)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건설, 인프라 개발의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1~5월 16.2조
동($690백만) 이상의 채권을 발행했음(이미 판매용으로 제공된 채권 총액의 27%)
 Phat Dat Real Estate Development Corporation(PDR)은 최근 1500억 동 상당의 1년물 채권, 연 수익률 14%의
성공적인 발행을 발표했음. 이는 올해 지금까지 이 기업에 대한 4번째 채권 발행임. 앞서, 8,500억 동 상당

14.45%, 12%, 10.5% 금리의 채권을 판매용으로 내놨음
 Dat Xanh Group도 성공적으로 2,340억 동 상당의 연 수익률 7%, 5년물 채권을 판매했음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베트남에 대한 양호한 단기 효과

8.3, VNS

 요약
 미 연준의 최근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원자재와
주식 시장에 혜택을 줄 것임

 미 연준의 최근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원자재와 주식 시장에 혜택을 줄 것임
 미 중앙 은행은 목요일 2008년 이후 2~2.25% 범위로 25bp 첫 금리 인하를 발표했음
 이번 금리 인하는 미 달러를 약하게 하고, 더 많은 로컬 자산을 국제 투자자들이 매입하도록 하려 주식과 원자재
자산에 대한 투자액을 늘릴 것임
 이번 금리 인하는 미 주식이 수요일 하락한 이유 중 하나였음. 그러나, 주요 이유는 여전히 미-중 무역 긴장에 대한

우려였음
 단기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는 베트남의 경제와 주식 자산에 혜택을 줄 수 있고, 금은 올라가며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것임
 연준의 금리 인하는 베트남의 은행들에게 일부 부동산 부문 내 금리를 낮추게 할 수도 있지만, 평균 수준은 더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음
 8월 1일, 베트남 내 상업 은행들은 비즈니스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로 정부의 우선 부문 내 베트남
동화 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췄음

 Vietcombank,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BIDV), VietinBank, Techcombank는 단기
금리를 0.5~1%로 낮췄고 5.5~7.5%로 상한을 정했음
 베트남의 대출 금리는 높아서, 연준의 소폭 금리 인하는 로컬 신용 시장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장기적으로, 베트남 동화는 절하되지 않을 것임. 베트남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한 베트남 동화에 의존함.
연준의 금리 인하가 미 달러화를 약하게 하면, 동화는 더 하락하지 않아서 안정화될 수 있음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장으로 달러화의 공급을 늘리고 달러화를 절하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동화와 다른
통화를 이에 따라 더 약하게 함. 이는 VND/USD 환율이 변하지 않지만 만약 동화가 다른 통화보다 훨씬 더

약해지면 베트남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베트남에 대한 양호한 단기 효과(계속)
 만약 연준이 금리를 계속 느슨하게 한다면, 다른 중앙 은행들은 자신들의 통화를 절하하기 위해 같은 것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현금의 공급은 증가하고 글로벌 장기 인플레이션이 발행하여, 베트남 정부는 이를 다루기 위해
상세한 솔루션에 관해 노력해야 함

 이에 따라, 베트남 동화는 글로벌 시장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 시 2019년 남은 개월 동안 가치로 미 달러화 대비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BVSC에 따르면, 연준 의장 파월이 올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의 중앙
은행들은 향후 자신들의 통화 및 금리 정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
 베트남을 포함한 많은 중앙 은행들은 전세계 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올해 초 이후 대출 금리를 낮췄음. 그러나, 목요일 이후, 이들 중앙 은행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대신에 연준이
추가 발표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멈췄음
 베트남 은행들이 최근 대출 양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현실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다른 중앙 은행들과 다르게, SBV는 시장에 대출된 총 현금과 총 저축 및 예금을 통제하려고 노력함. 한편, 은행간
금리와 시장 금리,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간 커넥션은 대출 기관들이 시장에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은행 간 현금 유동성이 크게 차별화되는데, 이는 예금 및 저축 금리가 여전히 높게 해서, 대출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임

총 79,300개 기업들이 7개월 동안 설립되었음

8.3, VNS

 요약
 GSO에 따르면, 2019년 첫 7개월 동안 약 79,300
개 새로운 기업들이 총 등록 자본금 999.4조 동(약
$430억)을 갖추고 베트남에 설립되었음

 GSO에 따르면, 2019년 첫 7개월 동안 약 79,300개 새로운 기업들이 총 등록 자본금 999.4조 동(약 $430억)을
갖추고 베트남에 설립되었음
 신설 기업들의 수는 전년 대비 4.6% 증가했고 등록 자본금은 작년의 7개월 기간 대비 29.6% 증가했음
 2018년 첫 7개월 기간 동안, 새로운 기업의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고 자본금은 11.6% 증가했음
 새로운 기업들은 기업 당 평균 등록 자본금이 126억 동($494,000)으로(전년 대비 23.9% 증가) 올해 첫 7개월

동안 더 커진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7월 새로운 기업들의 수는 12,300개 이상으로 연간 4.7% 감소했음. 이들의 등록 자본금은 139.2조
동이었는데, 약 27% 감소했음
 첫 7개월 동안 기존 기업들은 1.47천조 동($635억)으로 자본을 늘렸는데, 이는 베트남 기업들 간 총 등록 자본금은
2.47천조 동으로 늘렸음
 신설 기업들은 또한 743,900명의 새로운 노동자들을 고용했는데, 전년보다 19.3% 증가했음
 새로운 기업들과 이들의 자본금의 수 모두의 증가는 로컬 기업들이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 속에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71%의 신설 기업들은 서비스 부문에서 운영 중임. 기업들의 기타 주요 분야는 산업 및 건설(27.2%),
농림수산업(1.4%)였음
 또한, 23,100개 이상의 기업들은 7개월 기간 동안 사업 운영을 중단했는데, 전년 대비 15.6% 증가했고, 해산된
기업의 수는 9,300개로 1/5 증가했음
 해산 및 중단 중인 기업들의 대부분은 정관 자본금 100억 동 미만인 중소 기업들이었음
 11,800개 이상의 기업들의 라이선스는 1~7월 폐지되었음

베트남 기업들, 해외에 $278백만 투자

8.3, VNS

 요약
 계획투자부의 FIA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들은 올
해 첫 7개월 동안 30개 국가와 지역에 $278백만
을 투입했음

 계획투자부의 FIA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들은 올해 첫 7개월 동안 30개 국가와 지역에 $278백만을 투입했음
 이 기간 동안, 이들 기업은 $180백만 상당의 90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라이선스를 받았음. 이들은 또한
21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97.3백만으로 투자를 늘리도록 허락 받았음
 스페인은 7개월 동안 $60백만으로 베트남의 투자 중 최대 비중을 유치했는데, 총 투자 중 22%를 차지했음.
미국이 $46백만으로 뒤를 이었음(16.5%)

 베트남 투자를 받은 기타 시장들은 호주($45백만), 캄보디아($39백만), 싱가포르($35백만)였음
 1~6월, 리테일 부문은 해외 국가들에서 베트남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문이었는데, $94.3백만(34%)를
유치했음. 과학 및 기술 부문은 그 다음으로 $83.4백만(30%)이었고 은행 부문은 3위로 $37백만(13.5%)이었음

건설부, 부동산에서 反-자금 세탁 강화 요구

8.3, VNS

 요약
 건설부는 최근 각 시와 성에게 부동산 부문 내 기
업들이 300백만 동(약 $13,000) 이상인 의심스러
운 거래와 현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청했음

 건설부는 최근 각 시와 성에게 부동산 부문 내 기업들이 300백만 동(약 $13,000) 이상인 의심스러운 거래와 현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청했음
 이는 자금 세탁과 테러리스트 파이낸싱을 막기 위한 건설부의 강화된 노력에 따른 것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자산의 고액, 현금 거래의 높은 비중, 가격 변동, 투명하지 않은 기업들과 신뢰,
법적 소유자로 행동하는 제 3자 때문에 부동산 부문을 자금 세탁에 고-위험 부문으로 인식했음

 베트남에서, 부동산의 불법 자금 세탁 방지는 2012년 反-자금 세탁 법, Decree 116/2013/ND-CP(2013년 10월
4일 자), Circular No 35/2013/TT-NHNN(2014년 11월 11일자)에 규정됨
 금융 및 非금융 부문 당사자들 모두 이 규정을 시행해야 하지만 금융 기관들(특히, 상업 은행들)만이 이를 심각하게
이행했음. 부동산 기업들과 부동산 거래 플로어들은 非금융 기관들은 느슨하게 적용했음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는 2019년 호치민시 내 부동산 부문의 발전에 대한 일부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중 하나는
하이-엔드와 럭셔리 주택 부문 내 자금 세탁의 경고였음
 2018년 CBRE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엔드와 럭셔리 부문 내 투자 목적용 구매는 61%를 차지했는데,
2017년보다 11% 증가했고, 단기 투자와 숙박 설립용 거래는 각각 13%와 26%를 차지했는데, 2017년의 15%와
35%보다 감소했음
 2차 투자자들도 작년 크게 증가했음
 하이-엔드와 미들-레벨 주택 부문 내 투자, 투기, 가치 헤지 목적용 거래를 갖춘 강한 2차 투자자들의 수 증가도
자금 세탁을 위해 남용될 수도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내 버블을 쉽게 야기함
 미드-엔드 주택 부문 내 2차 비즈니스 투자자들의 비중은 약 20~30%이고 어포더블 주택 부문 내에서는 약
10%였음

석유 가격은 투입 비용 인하로 하락

8.2, VNS

 요약
 재무부와 산업통상부의 최근 15일 리뷰 이후 목요
일 휘발유 가격은 최소 리터 당 1.35센트 인하되었
음

 재무부와 산업통상부의 최근 15일 리뷰 이후 목요일 휘발유 가격은 최소 리터 당 1.35센트 인하되었음
 이에 따라, RON95의 리테일 가격은 리터 당 316동(1.35센트) 하락했고 리터 당 20,919동(90센트)을 상한으로
정하였음
 바이오-연료 E5 RON92의 가격은 리터 당 19,902동을 상한으로 정했는데, 리터 당 377동 하락했음
 변경은 양 부서의 휘발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리뷰 이후 8월 1일 오후 3시에 이뤄졌음
 디젤과 등유의 가격은 각각 리터 당 26동과 7동 올랐음
 두 석유 제품은 리터 당 최대 17,023동과 15,966동에 판매될 것임
 한편, 중유의 가격은 킬로 당 최대 15,927동으로 정해졌는데, 53동 하락했음
 7월 17일 앞선 리뷰에서, 5개 휘발유와 석유 제품 모두의 가격은 올랐음
 양 부서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휘발유와 중유 투입 자재에 대한 구매 가격이 리뷰 기간 동안 0.42~2.88%
하락했기 때문에 8월 1일 하락했음
 한편, 디젤과 등유의 투입 구매 가격은 0.09~0.24% 올랐음
 양 부서는 휘발유 가격 안정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연료 E5 RON92의 판매 가격에서 리터 당 100동, 이
기금에 포함된 기타 상품의 판매 가격에서 리터 당 500동을 갹출하기로 결정했음
 Petrolimex의 가격 안정화 기금의 잔액은 목요일 현재 4,700억 동($20.2백만)이었는데, 이전 리뷰보다 1,530억
동 증가했음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 증가

8.2, VNS

 요약
 베트남은 올해 첫 7개월 동안 약 9.8백만 명의 외
국인 방문객들을 맞이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음

 베트남은 올해 첫 7개월 동안 약 9.8백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들을 맞이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음
 베트남 관광청(VNAT)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수는 증가했지만, 베트남의 주요 2대 시장인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방문객들은 최근 몇 개월 동안 감소했음
 VNAT는 이러한 감소가 글로벌 무역 긴장, 타이트한 통화 정책, 아시아 경제권의 발전 둔화 때문이라고 하였음.
역내 국가들은 상품 개발, 항공 연계 프로모션, 비자에 대한 호의적인 여건의 조성과 같은 정책을 강화하여 국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극심한 경쟁을 겪었음
 한편, 베트남 내 일부 여행지는 포화되어(더 이상 재미가 없음), 큰 원천 시장으로부터 국제 방문객들의 확산을
야기했음
 올해 관광 부문은 약 18백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들, 85백만 명의 국내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총 수입 약 700조 동($301.4억)을 거둘 것임. 만약 이 숫자가 달성된다면, 베트남은 베트남의 선봉 경제 부문이
되기 위해 관광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당 정치국의 Resolution 08-NQ/TW이 설정한 2020년까지 17~20백만
명의 국제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목표에 1년 앞서게 될 것임
 이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많은 지역당국들은 관광 프로젝트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포함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솔루션을 공표했음
 VNAT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 중국, 아세안을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 관광의 홍보에 계속 집중할 것임
 이 부문은 적극적으로 베트남에서 열리는 F1 레이싱을 포함한 주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 베트남의 ASEAN Year
2020에 대한 광고를 홍보할 것임

Phu Quoc 섬에 들어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30일 비자 면제 입법화 제안

8.1, VNS

 요약
 공공안전부는 30일 스테이 기간으로 Kien Giang
성의 Phu Quoc 섬에 들어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통과하는 것을 제안

중임

 공공안전부는 30일 스테이 기간으로 Kien Giang성의 Phu Quoc 섬에 들어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통과하는 것을 제안 중임. 이 제안은 외국인들의 베트남 내 입출입, 통과, 거주에 관한 법
초안(Law No 47)에 있는데, 10월 8차 세션에서 승인을 위해 국회로 제출되기 전에 정부로 발송될 것임
 2013년 말, 당시 총리는 Phu Quoc섬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을 공표했음. 그 중 하나가
이 섬에 들어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임(30일 미만 임시 스테이). 이러한 규정은 5년 동안 적용되었지만
지금까지 입법되지 않았음
 공공안전부는 이 메커니즘을 계속 적용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Law No 47 개정안에 대해 보충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이 법 초안은 또한 일방적인 비자 면제를 위해 이전 출국일에서 최소 30일이 되는 다음 진입일을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기존 규정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해 이 규정을 오용하는 외국인들을 제한하려 함.
그러나, 많은 관광 기업들은 이 규정이 일방적인 비자 면제 메커니즘에 관해 베트남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하였음

 이 법 초안에 의해 언급된 또 다른 이슈는 베트남 내 기업들에게 자본을 기여하는 투자 증서로 최대 5년 동안
비자와 임시 거주 카드를 허용하는 이 규정을 활용하는 외국인들임. 많은 외국인들은 5년 비자를 얻기 위해
이발소와 식품점과 같은 마이크로 기업들에 적은 돈을 기여했음
 그러므로, 공공안전부는 작은 투자 자본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2개월 이상이 아닌 기간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제안했음. 한편, 큰 투자 자본을 갖춘 투자자들은 10년 이상이 아닌 비자를 받을 수도 있음
 또한, 이 법 초안은 국경 관문 경제 구역 또는 특별 행정 구역 단위에 진입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 조항을
개정함
 관광청에 따르면, 2.2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올해 상반기 동안 Phu Quoc섬에 왔는데,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고 연간 계획의 52.7%에 해당함. 이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400,000명에 달했는데, 전년 대비 35.5%
증가했음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들, 글로벌 평균 소득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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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평균
급여는 연 $78,750인데, 글로벌 평균 $75,966보
다 약간 높음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평균 급여는 연 $78,750인데, 글로벌 평균 $75,966보다 약간 높음
 HSBC 서베이에 따르면,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평균 소득이 작년 $90,408 대비 하락했지만, 67%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을 때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받았다고 동의했음
 더 많은 가처분 소득에 대한 이유는 낮은 생활 비용(숙박, 학교, 교통, 의료비), 증가한 소득, 생활 비용과 지출의
일부를 커버하는 외국인 고용주들임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 71%는 베트남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다고 했고 76%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안전함을 느낀다고 하였음
 베트남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도 작업 환경이 호의적이라는 것을 발견함. 베트남은 새로운 국가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커리어 진행과 효과를 위한 시장의 경제, 기회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 시각을 요약한 Aspiring
하위 리그 테이블에서 스위스, 폴란드에 이어 3위를 차지했음
 HSBC Expat’s Global Report 2019에 따르면, 18~34세 그룹 내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해외로 이전 후 35%
증가했는데, 이들의 평균 급여는 $40,358~54,484임
 특정 시장에서, 이러한 증가는 51%만큼 높았음. 이는 35~54세의 변화(평균 24% 증가), 55세 이상의
변화(9%)보다 훨씬 높은 증가임
 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2018년 말 베트남의 평균 급여는 67.46백만 동($2,920)이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보다 훨씬 낮았음
 노동사회보훈부는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83,5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고 하였음

Sharp, 2020년 새로운 베트남 공장 오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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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Sharp는 호치민시 인근에 2020년 운영을 시작할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는 계획을 발표했음

 Sharp는 호치민시 인근에 2020년 운영을 시작할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는 계획을 발표했음
 이 공장은 미국으로 수출될 자동차 LCD 스크린을 조립할 것이고, 자회사 Dynabook의 일부 PC 생산도 이전될 수
있음
 또한 베트남 내 판매용 공기 청정기와 기타 전자제품도 만들 것임. 그러나, 이 공장을 건설하는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음

 Sharp는 2019년 2분기 동안 순 이익 125.4억 엔($117.15백만)을 보고했는데, 판매가 5,150억 엔으로 3.5%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4.7% 감소했음
 미국 무역 분쟁은 전세계 소비자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를 둔화시켰고, Sharp와 Foxconn 모두를 강타했음
 Hon Hai Precision Industry과 관계 회사들은 Sharp의 53.87%를 소유하고 있음

애플이 새로운 생산 기지로 베트남을 고려할 때 제한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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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베트남은 Apple의 차기 제조업 기지가 될 수 있지
만,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 비용을 증가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베트남은 Apple의 차기 제조업 기지가 될 수 있지만,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 비용을 증가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GoerTek은 북부 베트남의 오디오 공장에서 신세대 AirPods에 대한 제조 프로세스 테스팅을 시작할 것임
 Foxconn은 1월 북부 Bac Giang성 내 산업 단지 250,000 제곱 미터의 토지를 인수했음. 이 대만 기업이 Apple관련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별도의 파일에서 iPhone 케이블과 커넥터 제조업체인 FIT Hon Ten의

유닛에 토지를 매각 중이라고 하였음
 Apple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사의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 있는 로케이션으로 베트남을 고려 중이지만, 노동 비용
증가는 선택될 가능성을 좁힐 수 있음
 베트남의 노동 비용은 최근 수년 간 생산성 증가보다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역내 다른 국가들 대비 이제 더 이상
가장 경쟁력 있는 요인이 아님
 Fitch Group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최저 임금 상승률을 갖춘 3개국 중 하나였는데,
2015~2019년 평균 전년 대비 8.8%의 증가율을 기록했음
 베트남 앞에 라오스와 중국이 있는데, 최저 임금은 각각 매년 14.6%와 9.8% 올랐음
 World Bank는 또한 베트남의 노동 비용이 동남아에서 비교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고 하였음
 중위 베트남 기업들에 대한 노동자 당 약 $2,739의 임금 비용은 라오스, 미얀마, 말련의 약 2배였고,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보다 약 30~45% 높았음
 전문가들은 또한 Apple와 유사한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충분한 숙련된 노동력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하였음.
FocusEconomics에 따르면, 베트남의 숙련된 노동자들의 수는 중국, 싱가포르, 말련, 태국에 훨씬 뒤쳐졌음
 베트남의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더 많은 수석 및 미들-레벨 매니저를 절실히 필요로 함. 이는 Apple이 다른 역내
국가들과 베트남을 테이블 위에 놓을 때 베트남을 덜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음
 숙련된 노동력 공급은 Apple만이 아닌 베트남으로 생산 이전을 하려 하는 여러 기업들로 훨씬 적어질 것임.
Nintento와 Sharp는 베트남으로 생산의 일부를 이전하려고 준비 중임

애플이 새로운 생산 기지로 베트남을 고려할 때 제한하는 요인들(계속)
 JLL 베트남에 따르면, 높은 토지 비용은 또 다른 도전임. 호치민시와 이웃 지역의 산업 단지 내 임대료는 2분기 동안
제곱 미터 장 $95로 작년 동기보다 15.8% 올랐음
 CBRE는 4월 보고서에서 2018년이 중국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의 대안 로케이션으로 생산 시설 이전의

증가를 기록했고 임대료의 증가를 야기했다고 보고했음
 또 다른 우려는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의존임. 관세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첫 6개월 동안
중국은 베트남의 기계, 장비, 섬유와 신발류, 전화 부품, 플라스틱과 금속에 대한 원자재의 수입을 지배했음.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의 최대 수입 시장이었는데, 총 수입액 중 29.5%를 차지했음
 Canon 프린터와 Samsung 스마트폰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북부 Bac Ninh성의 한 회사는 원자재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중국 공급업체들과 경쟁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였음
 베트남의 원자재가 5~10%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월 1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수입함. 만약 Foxconn이
Apple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한다면, 중국에서 모든 원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베트남 기업들은 Apple의

공급 체인에 가입할 기회가 없을 것임
 중국으로부터 많은 수입은 베트남을 Apple의 차기 제조업 기지로 선택될 가능성을 떨어뜨림. 다른 국가들보다 더
저렴하고 더 많은 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생산을 위해 중에 의존하고 있음
 Apple은 여전히 생산을 이전하기 위한 계획에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음. 베트남은 이들 중 하나에 불과함

베트남 상업 은행들, 상반기 동안 손실을 보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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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상반기 비즈니스 성과를 발표한 25개 은행들 중에
서, 아무도 손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일부는 강한
이익 증가를 기록했음

 상반기 비즈니스 성과를 발표한 25개 은행들 중에서, 아무도 손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일부는 강한 이익 증가를
기록했음
 국영 Vietcombank는 세전 이익 11.3조 동($487.48백만)으로 차트 상위를 계속 차지했는데, 40.9% 증가했고
다음 2개 은행들의 총 이익보다 많았음
 Techcombank는 2위로 5.66조 동($241.52백만)이었는데, 더 완만한 9% 증가였음

 Vietinbank는 세 번째로 높은 5.34조 동($230.36백만)의 세전 이익을 기록했음(작년 말보다 2단계 상승). 세전
이익은 1% 증가했는데, 악성 부채 7.5조 동($323.55백만)을 상각한 이후였음(작년 상반기보다 50% 증가)
 일부 은행들은 리스크 충당금의 감소, 통화 거래와 다른 금융 서비스에서 이익의 증가 때문에 높은 이익 증가를
고시했음
 Vietnam International Bank(VIB)는 1.8조 동($77.65백만) 이상으로 약 60%의 세전 이익 증가를 기록했고, Tien
Phong Bank(TPBank)는 1.6조 동($69백만)으로 58% 증가했음
 베트남은 9개 완전 소유 외국계 은행, 4개 국영 은행, 31개 합작 은행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