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주차│제 159호

행/내/한

정문석팀장
매크로/ 글로벌 총괄
wolfgang00@shinhan.com

한범호원구위원

경제광연구위원

국내증시 / 선진국

매크로 / 글로벌 / 베트남

hanbeomho@shinhan.com

nasunjang@shinhan.com

김대승수석연구원

박정양수석연구원

매크로 / 신흥국 / 인니

글로벌주식 / 신흥국/인도

robot@shinhan.com

jy.park@shinhan.com

윤정균수석연구원

김지운수석연구원

중국/ 홍콩

글로벌주식/ 선진국

jgyoon@shinhan.com

kimji@shinhan.com

박상흠연구원

박신영연구원

신흥국/프런티어/시황

선진국/시황

park.sh@shinhan.com

parkbelle@shinhan.com

베트남에게 고성장보다더 중요한 것은
 고성장의그늘… 환경오염, 건강및안전등한시
 모두가 베트남의 고성장에 경탄하며 장미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간 애써 무시해왔던 어두운 면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6년 포모사 해양 오염 이후 최근 하노이에서 연이어 발생한 수은 누출(형광등 업체 창고
화재)과 상수도 폐유 오염(무단 투기)은 나름 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에, 그것도 한 나라의 수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하노이와 호치민시에는 명물이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부대가 고질적인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된 지 오래되었고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토바이의 시내 진입을 막기 위한 조례도 그 시행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호치민시의 카리나 플라자 화재 참사는 화재경보기와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보며 과거 우리나라의 페놀 오염 사건, 희뿌연 도심 매연, 대연각
화재참사가떠오르는건왜일까요?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 환경보호, 건강관심증대, 안전우선시
 베트남 경제의 최근 화두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안전마저 담보할 수
없다면, 베트남 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생산과 소비는 계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보다는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에 공을 들이고, 오토바이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개발하려 하며, 친환경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를 장려, 선별하여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민들은 이전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 스포츠, 보험, 병원,
제약, 의료기기와 같은 헬스케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더 많이 찾고 있으며, 주택을 고를 때도 가격, 위치와 함께 안전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도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이제는
베트남의상기와같은변화에맞춰‘지속가능한성장으로의전환’에서새로운기회를찾아야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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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1.1

10.25

베트남

VN

1,015.59

996.57

인니
인도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

1.91

↑

13.79

자카르타종합

6,207.19 6,252.35 ↓

-0.72

↑

0.20

SENSEX

40,165.03 39,058.06 ↑

2.83

↑

11.36

상해종합

2,958.20 2,954.93 ↑

0.11

↑

18.62

심천종합

1,637.00 1,632.40 ↑

0.28

↑

29.11

H

10,622.50 10,466.30 ↑

1.49

↑

4.92

항셍

27,100.76 26,667.39 ↑

1.63

↑

4.86

KOSPI

2,100.20 2,087.89 ↑

0.59

↑

2.90

중국

홍콩

한국

1년최저치

1년최고치

878.22
'19/01/03
5,777.05
'18/11/12
34,431.97
'18/11/01
2,464.36
'19/01/03
1,246.37
'19/01/03
9,833.69
'19/01/02
25,064.36
'19/01/03
1,909.71
'19/08/07

1,015.59
'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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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8.63
'19/04/1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1.1

10.25

전주대비(bp)

베트남

3.67

3.73

↓

-5.60

↓

-145.50

인도네시아

7.02

7.09

↓

-6.60

↓

-100.60

인도

6.45

6.50

↓

-5.20

↓

-92.00

중국

3.27

3.24

↑

3.20

↓

-3.80

한국

1.74

1.69

↑

5.50

↓

-21.60

전년말대비(bp)

1년최저치

1년최고치

3.58
'19/10/23
7.01
'19/10/31
6.33
'19/07/16
3.01
'19/09/06
1.17
'19/08/16

5.23
'18/11/14
8.48
'18/11/01
7.82
'18/11/01
3.55
'18/11/02
2.29
'18/11/06

1년최저치

1년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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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8.00
'18/11/01
73.45
'18/11/01
7.18
'19/09/03
1,221.99
'19/08/13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11.1

10.25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달러-동
(VND)

23,200.00 23,202.00

↓

-0.01

↑

0.11

달러-루피아
(IDR)

14,039.00 14,038.00

↑

0.01

↓

-2.44

달러-루피
(INR)

70.81

70.89

↓

-0.11

↑

1.49

달러-위안
(CNY)

7.03

7.07

↓

-0.44

↑

2.26

달러-원
(KRW)

1,165.55

1,172.97

↓

-0.63

↑

4.91

국회, $705백만상당의미징수세금부채삭제승인

11.2, VNS

 요약
 금요일 국회의원 대다수는 16.4조 동($705.5백만)
상당의 미징수 세금을 상각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동의했음

 금요일 국회의원 대다수는 16.4조동($705.5백만)상당의 미징수 세금을 상각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동의했음
 재무부는 10월 22일 14차 국회 8번째 회의 동안 세금 납부 잔액이 올해 첫 8개월 동안 8월 말 88.25조 동으로
8.2% 증가했다고 보고했음. 이 수치는 사망 신고, 실종, 민사능력 부족, 해산, 파산, 자연재해를 겪은 개인, 기관,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 미징수 세금을 포함했음
 이들은 세법 개정안에 관한 정부의 제안 대상인데, 국회 회의에서 논의 중임
 Bac Giang성 의원은 미징수 세금 상각이 “가상” 세금 부채를 만들어내지 않고 목표 대상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정부와 지역 당국은 이 정책이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납세자는 이를 악용해서는 안됨.
세무 기관도 납세자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징수와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함
 Tra Vinh성 의원은 당국이 세금 징수와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가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음. 이
위원회는 더미에서 실체 기업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협회를 대표하는 멤버를 포함해야 함. 사망이 신고된
소유자가 있는 회사의 경우,상속인은 세금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함
 세금 부채를 다루는 이 법령 초안은 개인,기업이 탈세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임
 회사나 기업은 파산 또는 파산 신청을 하고 잠시 동안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그러나, 회사 또는 개인은 다른
주체의 이름으로 돌아올 수도 있음. 이경우, 이 주체와 소유주는 여전히 세금 부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피치, 베트남의소버린등급을‘BB’ 긍정적으로확인

11.2, VNS

 요약
 피치는 베트남의 소버린 등급을 ‘BB’ 긍정적인
전망으로 유지했는데, 9월 베트남 정보 보증
대출에 대한 지급 지연이 이달 내 완전하게
이행되었고 피치는 이러한 지연을 야기한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중이라 이해한다고
하였음

 피치는 베트남의 소버린 등급을 ‘BB’ 긍정적인 전망으로 유지했는데, 9월 베트남 정보 보증 대출에 대한 지급
지연이 이달 내 완전하게 이행되었고 피치는 이러한 지연을 야기한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중이라 이해한다고
하였음. 그래서, 이번 지급 지연은 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 피치의 최신 등급은 무디스의 지난 달
성명으로 야기된 우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무디스는 정부에 의해 의무에 따른 지급 지연을 인식했기 때문에 10월 9일 베트남 정부의 Ba3 로컬 및 외환
발행자, 시니어 무보증 등급을 다운그레이드를 위한 리뷰 대상에 놓았음. 무디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용 가능한
정보가 채권자에게 손실이 없거나 최소한의 손실을 지적했지만, 지급 지연이 반영할 수 있는 행정부 내 조정
격차는 더 이상 Ba3 등급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신용도를 지적했음. 무디스는 3개월 내 이 리뷰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함. 이 기간 동안, 무디스는 믿을 만한, 적시에,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또는
구축하고 있는 실례와 시스템을 평가할 것임. 만약 이 등급 리뷰가 모든 부채 의무가 원활하고 적시 방법으로
존중될 것이라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단계가 취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결론난다면 무디스는 베트남의 Ba3등급을 유지하고 확인할 것임
 베트남에 대한 최근 평가에서, 피치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강한 외국인 투자와 꾸준한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하였음. 베트남의 GDP 비중에서 수출은 2011~2019년 증가했음. 베트남이 우대에서 시장 펀딩으로 이동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펀딩 비용이 올랐지만, 베트남의 경상 수지 흑자는 대외 버퍼와 대외 유동성 비율을 ‘BB’ 카테고리
평균 훨씬 위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GDP 성장률은 2019년 첫 9개월 동안 전년 대비 7%로 강하게 유지되었고 비슷한 마지막 분기의 연 성장률은
베트남을 APAC와전세계 ‘BB’등급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 중 하나로 유지할 것임
 베트남으로의 대규모 제조업 리로케이션은 시간이 걸리고 베트남의 높은 수준의 교역 개방성은 무역 전쟁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베트남은 미-중무역 긴장으로 야기된 생산 이전에서 수혜를 보고 있음
 5월 베트남에 대한 피치의 ‘긍정적인’ 전망 수정은 경제 관리 개선, 경상 수지 흑자, 정부 부채 감소, 높은 성장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반영했음

민간부문, 경제성장의주요동력

10.31, VNS

 요약
 경제 경영 중앙 연구소(CIEM)에 따르면, 민간
부문은 올해 첫 9개월 동안, 베트남의 성장에 주요
동력이었음

 경제 경영 중앙 연구소(CIEM)에따르면, 민간 부문은 올해 첫 9개월동안, 베트남의 성장에 주요 동력이었음
 CIEM은3분기와첫 9개월동안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하였음
 거시 경제가 안정적이고, 로컬 산업은 가공업이 GDP에 최대 기여처가 되면서 빠르게 성장했음. 수출입도 첫
9개월동안 $71억(추정)무역 흑자로 모멘텀을 유지했는데, 2018년동기를 능가했음
 수출입에 관해서, FDI기업의 기여도는 둔화되었고 민간 부문은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음
 CIEM에 따르면, FDI 부문은 5%의 수출 증가율로 둔화되었고(한 자리 수), 민간 부문은 두 자리 수의 수출 증가율을
보고했음
 민간 부문의 성장은 많은 국내 민간 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맥락에서 “매우인상적”이었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야기된 불확실성은 많은 외자 기업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국내 민간 기업에게
기회”였음
 로컬 민간 기업은 적응력과 통합으로 제공되는 기회를 잡았고, 관련 기관과 정책입안자에게 더 호의적인 여건을
지원하고 창출하라고 요구했음
 그러나, 로컬 경제에 대한 도전을 지적했는데, 광업의 “복귀”를 언급하면서, 이는 환경에 대한 위협과 낮은 가치로
고려되었음. (-)성장 3년후,광업은 올해 첫9개월동안 (+) 성장으로 돌아왔음
 동시에, 성장의 질이 기존 잠재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FDI 투자에서, 프로젝트의 수는 26% 증가했지만 등록 자본금의 액수는 14.5% 감소했음. 일부 FDI 프로젝트의
질과 이들이 로컬 발전에 기여했는지 의심스러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CIEM은 계속 거시 경제 펀더멘탈을 개혁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며, 민간 기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으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것을 제안했음. 또한, 정부에게 환율을 주의 깊게
모니터할 것을 요구했고, 관련 기관이 신용 양이 아닌 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경제학자들은 올해 7.02%,2020년6.72%의GDP성장률을예상했음

수출입액, $4,000억초과

10.30, VNS

 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총 수출입액은
$4,000억을초과했음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총수출입액은 $4,000억을초과했음
 연초부터 10월 15일까지 총 수출입액은 $4,030.5억에 달했는데,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작년 동기보다
$300.2억증가했음
 이달 상반기 동안, 총 수출입액은약 $210억에달했는데, 지난 달 하반기 대비 12.8%감소했음
 베트남이 이달 첫 기간 동안 무역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10월15일까지전체 수치는 $68.3억의무역 흑자였음
 이달 상반기 동안 총 수출액은 $103.1억에달했는데, 18.9%감소했고, 9월마지막 15일보다$24억적었음
 10월상반기 동안 수출은 모바일 폰과 예비 부품,컴퓨터와 부품,섬유와 의류 등일부 주요 상품에서 감소했음
 15일동안 수입은 $106.8억에달했는데, 지난 달 마지막 15일보다5.9%감소했음($674백만감소)
 지난 달 하반기 대비, 수입은 컴퓨터, 전자 제품과 부품, 전화와 부품, 원유와 같은 일부 품목에서 감소했음
 연초부터 10월 15일 말까지, 총 수출액은 $2,049.4억에 달했는데, 작년 동기보다 8% 증가했고, $151.8억
증가했음
 연초부터 10월 15일까지, 총 수입액은 $1,981.1억에 달했는데, 작년 동기보다 8.1% 증가했고, $148.5억
증가했음
 베트남의 수출은 섬유,신발, 가구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주요 동기로 계속 증가할 것임
 또한, 수출은 종종 연말 휴일 동안 소비재에 대한 쇼핑의 피크 시기인 연말에 증가함
 과거 성과 결과를 볼 때, 올해 $5,000억달성 목표는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함

10월CPI, 3년래최고치기록

10.30, VNS

 요약
 GSO에 따르면, 10월 베트남의 CPI는 돼지고기와
연료 가격 상승으로 9월보다 0.59% 상승했는데,
지난 3년래 최고 상승률이었음. 지난 10개월 동안
CPI는2.79%상승했음

 GSO에 따르면, 10월 베트남의 CPI는 돼지고기와 연료 가격 상승으로 9월보다 0.59% 상승했는데, 지난 3년래
최고 상승률이었음. 지난 10개월동안 CPI는2.79%상승했음
 10월 높은 인플레이션은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야기되었는데, 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돼지고기 공급을
감소시킨 이후 이달 동안 7.85% 올랐음. 돼지고지는 베트남 음식에 주요 재료이고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10월
CPI 상승에 0.33% 기여했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10월 22일 현재 약 5.7백만 마리의 돼지를 죽였음(327,000톤
상당). 베트남의 국가적인 돼지 무리는 작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음. 치명적인 돼지 열병은 새해, 음력 새해 휴일
등 많은 큰 축제가 열리는 연말까지 계속 돼지고기 공급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10월 중 2.22% 오른 가솔린과 석유 가격도 CPI가 상승하는데 크게 기여했음. 10월 2번의 조정 이후, A95
가솔린 가격은 리터 당 650동(3센트)올랐고, E5가솔린은 리터 당 360동올라, 전체 CPI상승에 0.1%기여했음
 이달 초 이후, 국내 가스 가격도 12kg 실린더 당 24,000동($1.03)으로 올랐는데, 10월 평균 $427.5로 톤 당 $72.5
오른 세계 가스 가격의 상승을 따라 9월보다7.6%올랐음
 GSO에 따르면, 11개 상품 그룹 중 10개가 전월 대비 가격을 올랐는데, 이중 식료품은 1.04%, 주택과 건설 자재는
0.53%,교통은 0.99%올랐음
 음료와 담배, 의류, 신발과 모자, 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와 관광, 의료와 헬스케어, 가구와 상품 등 기타 상품은
0.3%보다덜 올랐음
 우편 서비스와 전화통신의 가격만 0.06%내렸음
 10월, 금 가격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신호와 연준의 국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이달 1.26% 내린 글로벌 하락세를 따라 0.57% 하락했음. 국내 금 가격은 tael(1.2온스) 당 42백만 동
부근에서 움직였음
 한편, 미 달러는 SBV의 풍부한 외환 보유고 덕분에 전월 대비 0.03% 소폭 올랐음. 미 달러와 베트남 동 간 환율은
안정적이었는데, 10월평균 약 23,227동이었음

베트남의FDI 유입, 10개월동안증가

10.29, VNS

 요약
 계획투자부의 FIA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9년 첫
10개월 동안 FDI에서 $291.1억을 유치했는데,
작년 동기보다 4.3%증가했음

 계획투자부의 FIA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9년 첫 10개월 동안 FDI에서 $291.1억을 유치했는데, 작년 동기보다
4.3%증가했음
 FDI지출도 이 기간 동안 $162.1억(추정)으로전년 대비 7.4%증가했음
 1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은 3,094건(26% 증가), 총 등록 자본금 $128.3억(15% 감소)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허가했음
 새로운 등록 자본금의 감소는 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 때문이었는데, 올해 가장 큰 건은 $420백만
상당이었음(작년 일본의 스마트 시티 $41.4억,한국 투자 폴리프로필렌 제조 공장과 LPG웨어하우스 $12억)
 1,145건의 기존 프로젝트는 2019년 첫 10개월 동안 $54.7억으로 자본금을 늘리도록 허용되었는데, 1년 전보다
83.6%에해당함
 외국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자본 기여와 주식 매입을 통해 베트남에 $108.1억을 투자했는데, 전년 대비 70.5%
증가했고 총 등록 자본금의 37.1%를차지했음
 제조 가공업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문을 유지했는데, $188.3억을 유치했고, 총 FDI 약정액 중
68.1%를차지했음. 부동산은 $29.8억(전체의10.2%)으로2위였고,도소매와 과학 기술이 뒤를 이었음
 베트남에 투자 중인 전체 107개 국가와 지역 중, 홍콩은 $64.5억으로 최대 투자국이었고, 한국이 $55.2억,
싱가포르가 $42.1억으로뒤를 이었음
 하노이는 이 기간 동안 $66.1억으로 최대 FDI 수혜처 지위를 유지했는데, 전체의 22.7%를 차지했음. 호치민시는
$49.6억(17%)으로2위였고,남부 빈증과 동나이, 북부 박닌이 뒤를 이었음
 첫 10개월 동안 외자 부문의 수출(원유 포함)은 $1,504억이었는데, 전년 대비 3.9% 증가했음. 원유를 제외한
수출은 $1,487억을기록했는데, 4.1%증가했음
 FDI 부문의 수입은 $1,221억이었는데, 2018년 동기보다 4.4% 증가했음. FDI 부문은 첫 10개월 동안 원유 포함
$283억,원유 제외 $266억의무역 흑자를 기록했음

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해간소화된행정시스템필요

10.28, VNS

 요약
 세계 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추가
디지털화와 행정 시스템의 간소화가 필요함

 세계 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추가 디지털화와 행정
시스템의 간소화가 필요함
 베트남은 세계 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 2020 리포트에서 1계단 하락했음. 베트남은 올해 보고서에서 70위에
올랐음(2019년69위)
 더 높은 점수를 얻고도 동남아 경제의 순위에서 하락한 두 번째 해임. 베트남은 올해 보고서에서 69.8을
득점했는데, 이전 2년의수치보다 높았음(2018년66.77점,2019년68.8점)
 세계 은행은 190개 경제권을 10개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음(창업, 건설 허가 처리, 전력 획득, 재산 등록, 신용 획득,
소수 투자자 보호, 납세, 국경 너머 거래,계약 이행, 파산 처리)
 10개 기준 중에서, 베트남은 건설 허가 처리, 전력과 자본 펀딩에 대한 접근에서 25~27위에 올랐음. 이들 세
기준에서 점수는 각각 79.3,88.2,80.0임
 납세와 창업은 세계 은행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두 기준임
 베트남은 “창업”에서85.1,“납세”에서69.0을득점했음. 각각 115위와109위에올랐음
 소수 투자자 보호는 또 다른 이슈임. 베트남은 54를득점했고 97위에올랐음
 파산 처리는 베트남이 38을득점했고 190개경제권 중 122위에오른 가장 약한 기준이었음
 베트남은 지난 8년동안 진전을 이뤘고 베트남 경제는 “동일한 1인당소득을 가진 국가들보다훨씬 더 나음”
 이 순위는 베트남이 개혁을 승인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베트남이 진전을 이뤘지만
다른 국가만큼 빠르지 않았음을 의미함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이 가장 나쁜 결과를 얻은 2개의 하위 카테고리인 무역과 납세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함
 간소화된 행정 시스템은 경제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함
 베트남은 많은 규제를 갖고 있고 부서 간 조정이 부족함. 회사는 종종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름

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해간소화된행정시스템필요(계속)
 베트남은 또한 많은 중복을 갖고 있음(동일한 문서와 정보는 종종 여러 번요구됨)
 또한, 디지털화는 당국이 작업에 더 적은 페이퍼를 갖고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것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용이하게 할 것임
 베트남은 다른 경제권 대비 여전히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모든 이들은 글로벌 경제가 예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이는 베트남이 더 많은 개혁과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임. 만약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더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아세안 지역에서, 베트남은 싱가포르(2위), 말련(12위), 태국(21위), 브루나이(66위)에 뒤쳐졌음. 베트남 뒤로는
인니(73위),필리핀(95위),캄보디아(144위),라오스(154위),미얀마(165위),동티모르(181위)가있음
 동아태 경제권은 SME에대한 33개기준을 개선했음. 그러나, 이 지역의 전체 개혁은 느려지고 있음
 중국은 8개 카테고리에서 이 지역을 이끌었음. 나머지는 인니, 미얀마를 포함했는데, 정보, 통신, 기술에서 진전을
이뤘음
 또한 진전은 신용, 전력 공급에 대한 더 나은 접근, 건설 허가를 기업이 얻도록 도울 때 동아태 경제권 중에서
나타났음. 그러나, 한계는 계약 이행에서 남았는데, 국제적인 사례와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가 필요함

환율은연말까지안정을유지할것으로예상됨

10.30, VNS

 요약
 베트남 동은 2019년 나머지 기간 동안 미 달러
대비 폭넓게 안정을 유지하고 2020년 동안
평균적으로 소폭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강한 FDI 유입, 기업의 달러 매입, 건전한 외환
포지션에 힘입은 것임

 베트남 동은 2019년 나머지 기간 동안 미 달러 대비 폭넓게 안정을 유지하고 2020년 동안 평균적으로 소폭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강한 FDI유입, 기업의 달러 매입, 건전한 외환 포지션에 힘입은 것임
 동은 7월이후 달러 대비 23,300동부근에서 안정을 유지했고 연초 대비 평균 23,260동이었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빠른 해결 가능성이 낮고 향후 수개월 동안 FDI 유입이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은 안정을 유지할 것임. 기업은 아마도 중국 밖으로 나머지 아시아로 공급 체인의 일부를 계속 이전할 것이고,
베트남은 긍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많은 FTA, 낮은 비용, 크고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력 감안 시 이러한 움직임의
강한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도 기회를 창출하고 향후 수 개월 동안 인프라와 건설업으로 FDI를 유치하겠지만,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막대한 FDI는공급 체인의 리로케이션 때문에 제조업 부문에 남았음
 빠른 경제 성장의 배경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산층도 리테일 부문으로 FDI를 계속 유치할 것임. 2019년 첫9개월
동안, 총 FDI는$262억으로2018년동기보다 3.3%증가했는데, 이중 도소매는 $14억을차지했음
 한편,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베트남의 위치뿐만 아니라 제조업 부문으로의 강한 FDI 유입은 수출과 연계하여
베트남의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교역이 주로 미 달러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기업 간 달러
수요의 증가를 지적함
 그 결과, 국내 기업은 향후 수 개월 동안 미 달러의 매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음. 한편, 8월 발표된 규제 개정한의
일부로, 상업 은행은 더 이상 수입된 상품과 서비스의 역외 지급을 위한 중장기 외환 대출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 이
개정안은 베트남 경제 내 달러화를 줄이고 통화 정책의 금리 전달을 개선하려는 것임. 새로운 규정 하에서, 로컬
수입업체는 역외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동을 차입하여 달러를 매입해야 할 것임
 또한, 국가의 양호한 외환 보유고는 향후 수 개월 동안 동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
포지션은 5월$639억이었는데,3개월치수입을 커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BIDV에 따르면, SBV는 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의 경로를 계속하기 위한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이는 동이 향후 수개월 동안 최소한의 변동성을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함

환율은연말까지안정을유지할것으로예상됨(계속)
 장기 전망에 대해서, 피치는 미국 대비 베트남의 구조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동의 과대평가 때문에 동이 달러 대비
점진적인 절하 트렌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피치는 2021년달러 당 평균 23,650동으로전망함
 피치는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이 2019~2021년 평균 3.3%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대한
전망 평균 2.2%보다 높은 것임. 베트남 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가축 가격 상승, 주택과
건설 자재 카테고리의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하는 공공과 민간 부문 프로젝트 모두의 파이프라인에서 건설
자재에 대한 강한 수요로 야기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함
 또한, 피치가 REER의 강세 일부가 생산성 이득 탓일 수 있다고 했지만, 동의 실질 유효 환율(REER)은 10년 평균 위
10.6%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환 과대평가를 시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높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과 초과 환 강세는 베트남의 수출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약해지게 하는데, 이는 수출이 GDP의
95.4%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이고, SBV는 장기적으로 약한 동을
선호할 것임

주가급등, VN 지수1년래최고치도달

11.2, VNS

 요약
 금요일 베트남 주식은 VN 지수가 1년래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급등했는데, 긍정적인 센티멘트와
번창하는 “Vin”주식으로 상승했음

 금요일 베트남 주식은 VN 지수가 1년래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급등했는데, 긍정적인 센티멘트와 번창하는 “Vin”
주식으로 상승했음
 호치민 증권 거래소의 VN 지수는 금요일 1,015.59pt로 마감해 1.68% 급등했음. 이는 3월 12일(1,001.32pt로
마감해서 올해 처음으로 1,000pt를 넘었던) 이후 VN 지수가 보여준 가장 강한 거래일이었음. 거래 유동성은 5.1조
동($218백만),241.3백만주로 2주래최고치에 달했음
 VN지수는 목요일 998.82pt로마감해 0.21%하락했음
 VN 지수의 승자는 인상적인 실적을 보고하여 지수를 지지한 “Vin” 패밀리의 멤버였음(VIC, VHM, VRE). VHM은
이 회사가 최대 60백만 주(자본금의 1.79%)의 바이 백을 계획 중이라는 정보가 퍼진 이후 일일 제한에 도달했음.
비슷하게, VRE는 5.6% 올랐음. 이 회사도 최대 56.5백만 주(자본금의 2.42%)의 바이 백을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음. 모회사인 Vingroup도주 당 122,500동으로2.9%상승을 기록했음
 뱅킹 부문은 VIB,CTG,VCB등 승자로 양호한 성과를 거뒀는데, 모두 1%이상 올랐음
 부문 기준으로, 리테일, 도매, 해산품 생산, 고무 생산, 뱅킹, 보험, 증권, 부동산, 헬스케어, 건설 자재, 식료품, 석유와
가스가 올랐음. 반대편에서, 건설, 농업, 물류가 하락했음
 하노이 증권 거래소에서, HNX 지수는 금요일 105.75pt로 마감해 0.53% 올랐음.HNX 지수는 목요일 105.19pt로
마감해 0.66%하락했음
 외국인 투자자는 HOSE에서2,538억동을 순 매수했음(VRE1,044.5억동,VHM741.1억동, VNM538.9억동)
 BVSC에 따르면, 10월 31일 현재, HOSE와 HNX에 있는 556개 상장사는 2019년 3분기 사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체 시가 총액의 92%를 차지함. 이익은 2018년 3분기보다 18.76% 증가했음. 증가된 이익은 556개 기업 중
253개에 의해 보고되었음. 최고 이익 증가율을 갖춘 부문은 보험(+49%), 뱅킹(+43.17%), 식료품(+28%),
부동산(+17%)였음

2025년까지베트남내 5G 구독자6.3백만명 도달

10.28, VNS

 요약
 시스코에 따르면, 베트남 내 5G 구독자의 수는
2025년까지6.3백만명에 달할 수 있음

 시스코에 따르면, 베트남 내 5G 구독자의 수는 2025년까지6.3백만명에 달할 수 있음
 동남아의 5G 구독자의 수는 200백만명에 달할 수도 있음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2020~2021년이지역 내5G 기술을 런칭하면서 동남아에서 이 길을 이끌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내 시장 침투율은 출발에서 느렸지만,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더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5G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베트남 통신 기업은 2025년부터매년 최대 $300백만의수입을 올릴 수있음
 그러나, 베트남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0~2025년기간 동안 5G 서비스를 런칭하고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에 $15억~25억을투자해야 할것임
 이들은 또한 사용자가 하이-스피드 네트워크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5G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와 가격
목록을 구축해야 함

이자수입, 은행들의두 자리수 이익성장견인

10.31, e.vnexpress.net

 요약
 베트남 은행들은 2019년 1~9월 두 자리 수 이익
성장을 고시했는데, 순 이자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

 베트남 은행들은 2019년1~9월두 자리 수 이익 성장을 고시했는데, 순 이자 수입이 큰비중을 차지했음
 최근 재무 제표에 따르면, 작년 정점이었던 뱅킹 부문의 이익 전망과 반대로, 상업 은행들의 이익 수치는 올해 첫
9개월동안 계속 증가했음
 국영 Vietcombank는 17.6조 동($762.44백만)의 9개월 세전 이익으로 차트의 꼭대기를 계속 차지했는데, 전년
대비 51%이상 증가했고 다음 두 개 은행의 총 이익보다 많았음
 이 기간 동안, Vietcombank는 순 이자 수입으로 25.94조 동($11.2억)을 벌었는데,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대출
잔액 12%증가와 함께 모든 사업 부문으로부터의 순 소득 중 74%를차지했음
 베트남 내 최대 민간 은행인 Techcombank가 2위였는데, 세전 이익 8.8조 동($381.15백만)이었고 전년 대비
14% 증가했음. Techcombank는 28%로 이 부문 내 최고 신용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2018년처럼 매각에서 주요
횡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폭 하락한 순 운영 소득을 나타냈음
 다른 3개국영 은행들인 MBBank,VPBank,BIDV는이익 사다리에서 그 다음 세 개 위치를 차지했음
 MBBank와 VPBank는 세전 이익에서 각각 27%와 24% 증가를 기록했고, 자산 기준으로 베트남 내 3대 국영
은행들 중 하나인 BIDV는충당금 비용 증가 때문에 3%감소한 이익을 나타냈음
 민간 중형 은행들은 이익 증가 테이블에서 탑 5에 들었음. ACB가 세전 이익에서 16% 증가를 기록했고, VIB는
69%,Sacombank는90%,TPBank는49%증가하여, 시장 리더들을 빠르게 따라잡았음
 VIB와 TPBank는 또한 뱅킹 부문 내 최고 신용 증가율 수치를 기록했는데, 각각 순 이자 소득이 28%와 34%
증가했음
 SBV가 올해 14%로 신용 증가율을 제한하려 하고 있지만, 9개월 재무 제표를 공표한 22개 은행들 중 6개는 이미
이 한도를 넘었고, 4개는 20%를 넘었음. 그러나, SBV는 이들이 사례별 기준에 따라 더 높은 신용 증가율을 기꺼이
허용하고 일반적으로는 이 부문이 14%증가율로 향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10월 초 SBV가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뱅킹 시스템 내 대출 기관 중 91%가 올해 세전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적이었으며, 6%는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고, 3%만이감소에 대해 우려했음

베트남, 태양광발전의핫스팟

10.31, e.vnexpress.net

 요약
 자연적인 잠재력, 강한 정부 지원, 이 부문에 대한
포부를 감안할 때, 베트남은 곧 태양광 투자의
핫스팟이 될 수도 있음

 자연적인 잠재력, 강한 정부 지원, 이 부문에 대한 포부를 감안할 때, 베트남은 곧 태양광 투자의 핫스팟이 될 수도
있음
 피치에 따르면, 베트남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기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 중이어서,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태양광 발전 시장”임. 피치는 베트남 내 태양광 capa가 2028년 7,700MW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상당한 미개발된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높은 일조 수준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낮은 기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늘어난 투자자 관심과 증가하는 capa배치를 볼 가능성이 있음
 피치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4GW 태양광 capa 목표, 2030년 12GW 목표를 설정한 전력 개발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려 함
 이 부문 내 외국인 투자와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시도에서, 정부는 매력적인 FIT(발전 사업 차액 지원 제도), 세금
우대와 같은 다른 금융 인센티브 포함 일부 우대 정책을 제공함
 9월 그라운드 마운티드와 플로팅 태양광 capa에 대한 20% 삭감 제안은 투자자 관심을 다소 줄일 수 있지만,
MWh 당 $70.9와 $76.9의 새로운 두 차액 수준은 경매가 대부분의 대안 태양광 시장에서 크게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에게 충분히 높음
 또한, 새로운 직접 전력 구매 약정(DPPA)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생 에너지 생산업체가 기업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전기를 팔고 배전할 수 있음. 이러한 계획은 곧 시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는 더 상세한 규정에
대해 결정을 마무리하고 있음
 EVN에 따르면, 9월 현재, 베트남 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등록된 capa는 25,000MW에 달했는데, 정부의 당초
목표인 2025년까지 4,000MW를 훨씬 초과했음. 재생 에너지는 현재 베트남의 에너지 믹스 중 9%를 차지하는데,
이미 내년 설정 목표인 7%를초과했음
 잠재력과 정책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재생 에너지의 성장에 보조를 맞추는 베트남의 인프라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음. 올해 2분기에 89개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활성화되면서 베트남의 국가 전력만에 과부하가 걸렸음.
이는 많은 발전소가 capa의약 60%로운영하도록 했고, 이는 올해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베트남, 중소득함정탈출을위한도전에직면

10.30, e.vnexpress.net

 요약
 베트남은 중소득 함정(세계 평균에서 훨씬
뒤쳐지는 1인 당 GDP)에서 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베트남은 중소득 함정(세계 평균에서 훨씬 뒤쳐지는 1인당 GDP)에서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베트남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연간 약 7% 성장하지만, 1인 당 실제 GDP 수치는 다른 국가들에 뒤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줌
 세계 은행에 따르면, 2017년베트남의 1인 당 GDP는 세계 평균 $10,770 대비 $2,365였음. 작년, 베트남의 1인 당
GDP는$2,563으로올랐지만, 세계는 $11,298로올랐음
 베트남은 수년 동안 중소득 함정에 끼어 있었고 1인당 GDP$10,000에도달하는데 주요 도전에 직면할 것임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혁신을 장려한 정치적 경제적 제도를 갖춰 이 함정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이는
베트남에서 일어나지 않았음
 정부는 기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술적인 발전에 집중해야 하고, 동시에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간소화해야 함
 중소 기업은 IT진보를 채택하고 전자 상거래 거래를 늘리는데실질적인 훈련을 받아야 함
 공식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작년 7.08%였는데, 10년래 최고치였고, 올해 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전자제품부문, 10월수출둔화원인제공

10.29, e.vnexpress.net

 요약
 전자제품 수출의 급감은 10월 베트남의 전체
수출액을 $224억으로전월보다 4.1%낮췄음

 전자제품 수출의 급감은 10월베트남의 전체 수출액을 $224억으로전월보다 4.1%낮췄음
 GSO에 따르면, 10월 수출의 감소는 전화와 부품의 수출 13.5% 감소 탓이었는데, 총 수출액의 약 21%, $47억을
차지했음
 이는 베트남의 스마트폰 수출 중 대부분을 생산하는 한국의 삼성전자에 대한 감소 탓이었는데, 8월 초 발표된
갤럭시 노트의 최신 버전에 대한 생산을 늘리는 시기가 끝났기 때문임
 1~10월, 베트남은 $70억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중 수출은 $2,170.5억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수입은 $2,100억으로7.8%증가했음
 전화와 부품은 계속 베트남의 최대 수출 아이템이었는데, 수출액의 20%를 차지했음. 그 다음은 전자제품,
컴퓨터와 부품, 섬유, 신발이었음
 미국은 $499억으로 계속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는데, 전년 대비 26.6% 증가했음. 그 다음은 EU, 중국,
아세안, 일본이었음
 전자제품, 컴퓨터와 부품은 수입을 이끌었고 총 수입액의 20.5%를 차지했음. 그 다음은 기계, 전화와 부품, 섬유,
철강이었음
 베트남은 계속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는데, 모든 수입의 29.5%였음. 그 다음은 한국, 아세안, 일본, EU,
미국이었음

베트남, 20년동안항공편4배증가할것으로예상

10.28, e.vnexpress.net

 요약
 보잉에 따르면, 현재 200대인 베트남의 항공편은
항공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이 새로운
플레이어를 보면서 2038년 4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

 보잉에 따르면, 현재 200대인 베트남의 항공편은 항공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이 새로운 플레이어를 보면서
2038년4배가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내 현재 항공기의 수는 향후 2년 동안 2배가 될 것임. 단일 통로 항공기는 베트남의 국내와 지역 비행에
사용되는 주요 형태가 될것임
 항공 성장은 베트남에서 현재 수년 동안 빨랐음. 2009년, 모든 베트남 항공사는 월 800,000좌석을 제공했지만,
올해까지 이 수치는 3.3백만좌석에 달했음
 지난 5년동안, 비행을 한 승객의 수는 3배가되었고 항공기의수는 2배가되었음
 동남아는 2038년가지4,500대의새로운 항공기가 필요하고, 베트남은 이 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
 베트남은 현재 6개국내 항공사와 항공 승인을 신청한 3개회사를 갖고 있음
 ACV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의 21개 국영 공항은103.5백만 명의 승객을 맞이했는데,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이
수치는 올해 112백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공공부채비율감소목표

10.28, e.vnexpress.net

 요약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공공 부채를 2022년
GDP의52.7%로3.4%p줄이려 함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공공 부채를 2022년GDP의52.7%로3.4%p줄이려 함
 현재, 국가의 공공 부채는 올해 GDP의56.1%를기록했고 내년 54.3%로줄일 것임
 이 비율은 2021년53.3%,2022년52.7%로계속 하락할 것임
 이들 목표는 2020~20223개년기간 동안 연 6.8%로유지되는 경제 성장의 맥락에서 설정됨
 정부는 2020~2022년 기간 동안 4,900조 동($2,105.6억)의 수입, 5,700조 동($2,249.4억)의 지출을 예상하는데,
투자와 발전을 위한 배정을 늘렸음
 내년의 수입은 1,500조동($644.6억)으로올해의 추정치보다 3.8%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내년 예산 적자는 GDP의3.44%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34.8조동($100.9억)에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