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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베트남 7% 성장률 기록
 베트남, 2년 연속 7% 성장률 기록
 올해 베트남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전에 힘입어 7.0% 성장. 이는 작년 7.1% 성장한 이후 2년 연속 7%대
고성장을 기록한 것. 산업생산은 광업이 (+) 성장세로 반등한 가운데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고 소매판매도 12%대를 기록.
신설 기업의 수는 14만 개에 육박, 신규 등록자본금은 전년 대비 17% 증가. 내년 초 비즈니스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작년 동기 47.3% 대비 48.1%로 증가
 한편, 올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수는 18백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16% 증가. 베트남으로 유입된 FDI는
美中 무역전쟁 탓으로 등록자본금 기준 $380억, 이행자본금 기준 $204억으로 모두 작년 대비 월등히 증가.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수출액 $2,801억, 수입액 $2,726억으로 무역수지 $99억 흑자
기록(2년 연속 흑자)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금리가 안정된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2.79% 상승(근원 인플레이션은 2.01% 상승)에 그쳐
관리 범위 내 유지. 정부 수입과 지출은 1,414.3조 동과 1,316.4조 동을 기록하며 97.9조 동 흑자 기록. 사회투자자본은
전년 대비 10.2% 증가했는데, 국가의 역할이 지난 16년 37.5%에서 올해 31%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민간의 역할은
38.9%에서 46%로 증가. 결제수단은 12.1%, 자본조달은 12.5% 증가했고, 신용증가율은 12.1% 기록

 '20년에도 금융시장 안정 속에 고성장 기록할 것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美中 간 갈등이 1단계 합의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경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 베트남 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경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고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
급증한 FDI 유입

베트남, 2년 연속 7% 성장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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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무역 수지 흑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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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2.27

12.20

베트남

VN

963.51

956.41

↑

0.74

↑

7.95

인니

자카르타종합

6,329.31

6,284.37

↑

0.72

↑

2.18

인도

SENSEX

41,575.14

41,681.54

↓

-0.26

↑

15.27

상해종합

3,005.04

3,004.94

↑

0.00

↑

20.50

심천종합

1,697.91

1,700.29

↓

-0.14

↑

33.92

H

11,194.55

11,030.23

↑

1.49

↑

10.57

항셍

28,225.42

27,871.35

↑

1.27

↑

9.21

KOSPI

2,204.21

2,204.18

↑

0.00

↑

7.99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중국

홍콩

한국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878.22
'19/01/03
5,826.87
'19/05/17
35,352.61
'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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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91
'19/11/06
6,547.88
'19/02/06
41,681.54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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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12.20

전주대비(bp)

베트남

3.41

3.51

↓

-9.80

↓

-171.30

인도네시아

7.10

7.17

↓

-6.70

↓

-92.20

인도

6.51

6.60

↓

-9.60

↓

-86.30

중국

3.13

3.20

↓

-6.70

↓

-17.60

한국

1.68

1.67

↑

1.70

↓

-27.40

전년말 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3.41
'19/12/27
6.95
'19/11/05
6.33
'19/07/16
3.01
'19/09/06
1.17
'19/08/16

5.14
'19/01/02
8.16
'19/01/29
7.64
'19/01/07
3.44
'19/04/29
2.05
'19/01/30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23,170.00
'19/12/04
13,920.00
'19/02/06
68.42
'19/07/05
6.69
'19/02/27
1,110.95
'18/12/31

23,419.00
'19/05/20
14,568.00
'18/12/28
72.39
'19/09/03
7.18
'19/09/03
1,221.99
'19/08/13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12.27

12.20

달러-동
(VND)

23,173.00

23,176.00

↓

-0.01

↓

-0.01

달러-루피아
(IDR)

13,952.00

13,978.00

↓

-0.19

↓

-3.04

달러-루피
(INR)

71.36

71.12

↑

0.33

↑

2.28

달러-위안
(CNY)

7.00

7.01

↓

-0.15

↑

1.70

달러-원
(KRW)

1,161.29

1,160.35

↑

0.08

↑

4.53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국가 교역액, 12월 중순까지 $4,930억 초과

12.23, VNS

 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베트남의 교역액은 $4,937억 이상에 달했음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베트남의 교역액은 $4,937억 이상에 달했음
 전체에서, 수출액은 $2,516.6억으로 전년 대비 8% 증가를 나타냈고 수입액은 $2,410.5억에 달해, 작년 동기보다
6.5% 증가했음
 베트남은 이 기간 동안 $106억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
 막대한 수출 이익을 기록한 일부 소비재는 컴퓨터, 전자제품과 부품($340억 이상), 섬유와 의류($311억)였음
 한편, 높은 수출액을 기록한 여러 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과 부품($490억 이상), 기계, 장비와 부품(약
$348억)이었음
 최근 수년 간 연 평균 13% 증가로, 베트남은 교역 증가율 측면에서 세계 30대 국가 중 하나였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기업의 발전(특히, 민간 기업)을 제고하기 위한
자극을 만들고, 외자를 유지했는데, 이는 베트남의 생산 능력을 활용하고 글로벌 생산 체인에 참여하도록 도왔음
 올해 베트남의 교역액은 $5,000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4,000억의 임계치를 달성한 이후 2년
만임

FDI 기업, 상장 어려움에 직면

12.23, VNS

 요약
 로컬 주식 시장에 거래되는 FDI 기업은 투자자의
방치와 관리 메커니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로컬 주식 시장에 거래되는 FDI 기업은 투자자의 방치와 관리 메커니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베트남 내 운영 중인 수만 개의 FDI 기업 대비 현재 로컬 거래소에 상장된 FDI 기업은 10개뿐임
 베트남의 주식 시장에 상장된 지 13년 후, Taya (Vietnam) Electric Wire & Cable JSC(TYA)의 주식은 가치
기준으로 절반 이상을 잃었음
 이 회사는 2006년 주 당 34,000동으로 HOSE에 상장되었음.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은 주 당 13,450동이고, 평균

유동성은 거래일 당 20,000건 이상임
 또한, 2006년 대만 기업인 Taicera Enterprise Company(TCR)의 주식은 주 당 35,000동으로 HOSE에
상장되었음. 현재 TCR은 불과 주 당 2,020동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상장된 지 13년 후 가치 기준으로 94.3%
이상 하락했음
 이 이야기는 같은 시기에 상장된 The Royal International Corporation(RIC), Tung Kuang Industrial JSC(TKU),
Mirae Joint Stock Company(KMR), Everpia JSC(EVE)와 같은 기타 FDI 주식과 같음
 나중에 상장된 FDI 기업은 같은 위치에 직면했음

 2017년 상장된 Siam Brothers Vietnam JSC(SBV)의 주식은 지금까지 약 78.8% 하락했음(주 당 48,000동에서 주
당 10,200동으로)
 Chang Yih Ceramic JSC(CYC)는 2017년 첫 거래일에 주 당 20,000동으로 제공되었지만, 현재 주 당 500동에
거래되고 있음
 Vietnam International Securities Co(VIS)에 따르면, 많은 FDI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은 연간 이익에서 안정성과
큰 성장세가 부족한데, 이는 투자자를 좌절시킴
 많은 FDI 기업은 베트남에 재투자하고 확장하기 위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원함
 이들 중 일부는 법적 규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불명확하고 중복됨
 대부분의 상장된 FDI 기업은 중소 규모의 기업임. 이들의 비즈니스 활동은 많은 기관 주주가 점차 자본을 처분하고,
이것이 소액 주주의 신뢰에 영향을 주면서 큰 진전을 나타내지 않았음

FDI 기업, 상장 어려움에 직면(계속)
 일부 기업은 이전 가격과 탈세 관련 의심 때문에 심지어 상장을 취소해야 했음
 ANT Lawyers Company에 따르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FDI 기업은 증권 상품 다양화를 도울 수 있어서,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함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볼 때, 베트남은 금융 시장을 통한 투자보다 FDI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임

공공 非사업 단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데 남은 문제

12.24, VNS

 요약
 공공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 6월 정부는 공공 非사업 기관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을 공표했음

 공공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 6월 정부는 공공 非사업 기관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을 공표했음
 이는 공공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관여하고, 이들 단체의 지배구조와 질을 개선하며, 노동 생산성과 소득을
늘리기 위해 국가가 더 많은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4년 반 이후, 성공적으로 전환된 단체의 수는 미미했고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도전이 있음

 약 340개 공공 非사업 단체와 기관은 2015년 6월 이후 이러한 전환을 위해 요청받았음. 전체에서, 31개 단체는 이
프로세스를 완료했고 38개 단체는 전환 계획을 위한 승인을 얻었음
 이들 단체 중 하나는 Transport Hospital인데, 2015년 10월 주식회사가 되었음
 재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전환 계획은 성공적으로 전환된 단체의 수가 14.5%에 불과했기 때문에 2015~2020년
기간 동안 설정된 스케줄에 뒤처졌음
 일부는 이 계획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단체는 이 전환을 지연했음. 일부 성과 지구에서, 전환 후
비즈니스 계획은 부적절했음

 또한, 전환된 단체는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았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일부 더 이상 이용가능하지 않게
하락했음
 이러한 전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무부는 새로운 법령에 관해 노력하고 있음. 기업금융국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령은 공공 非사업 단체가 전환으로 직면한 이슈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이 초안에 따르면, 전환되기 원하는 단체 또는 조직은 부서 관리, 로컬 당국, 사무소, 학교, 병원, 국영 기업의 하위
단체, 국영 유한 책임 회사 산하 국가와 정부 기관, 단체가 될 수 있음
 재무부의 국가 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공공 非사업 단체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들은 더 생산적이어야
하고 이들의 생산품은 폭넓게 수용되고 구매되어야 함
 또한, 이들 상품은 필수품이어야 하고 인구 중 많은 수에 대해 수용되어야 함

공공 非사업 단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데 남은 문제(계속)
 규정은 이들 단체가 금융 이슈, 자산과 토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권리, 국가 통제와 관리, 전환 이후 단계
피고용인에 대한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함
 전환 이후 단계에서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생산 프로세스를 감독하고 위반을

처리하는 기준을 공표해야 함
 국가는 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대학 수업료, 쓰레기 수거와 관리, 공공 운송과 같은 일부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해야 함
 이 전환 프로세스는 공공 非사업 단체가 자신의 재무와 지배구조를 완전하게 통제하도록 장려되는 것을 통해
단계로 가야 함
 국가는 전체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 단체의 정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음
 세계 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전환은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전환에 적합한 알맞는 부문을
선택해야 함
 국가는 헬스케어, 교육과 같은 기초 공공 서비스의 관리에서 큰 역할을 함. 전환될 단체의 리스트는 전환 이후
단체에서 국가 책임의 평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기타 중요한 요인은 정보 공개와 투명성, 정부가 설정한 공공 서비스의 상한 가격과 민간 단체가 제공한 가격 간
차이 조정임
 세계 은행은 이들 단체 국가 출자 기업으로 전환되어서 기업으로 운영된 후 완전하게 민영화되는 것을 제안했음.
또한, 국가는 이들 기업에서 재무 관리의 통제를 하고 그 역할은 합법적이어야 함

소형 은행, 바젤 2 기한 맞추기 위해 노력 중

12.25, VNS

 요약
 자본 어려움은 내년 초 중앙 은행의 바젤 2 기한을
충족하려고 노력 중인 일부 은행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앙 은행이 이 프로세스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음

 자본 어려움은 내년 초 중앙 은행의 바젤 2 기한을 충족하려고 노력 중인 일부 은행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앙 은행이 이 프로세스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음
 SBV는 베트남 내 모든 국내외 은행에게 바젤 2 기준의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하도록 2020년 1월 1일의 기한을
설정했지만, 18개 은행 만이 지금까지 이 요건을 충족했음(16개 베트남 은행, 2개 외국계 은행)
 바젤 2는 바젤 협약의 두 번째 에디션인데, 은행 감독에 관해 바젤 위원회가 공표한 은행 법과 규정에 관한
권고안임. 이는 뱅킹 시스템 내 경쟁력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은행이 시장 변화에 더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해 최소
자본 요건, 감독 리뷰, 시장 규율을 구성함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젤 2 적용은 베트남의 깊은 국제 경제 통합의 맥락 하에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이
시스템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뱅킹 시스템을 위한 기반을 창출하려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간주됨
 바젤 2는 은행이 리스크를 줄이고 자본의 사용을 가장 잘 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변동성이 야기한
손실을 크게 줄이도록 도울 것임
 특히, 은행이 바젤 2 기준을 빨리 적용할수록 이들은 이 원칙에 따라 더 일찍 운영 효율성을 최적화함(바젤 2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충족한 은행에게 요구된 법적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자본 적정성 이슈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바젤 2는 은행에게 최소 8%의 자본 적정성 비율을 갖추도록 요구해서, 비교적 양호한 성과와 재무 상환을 갖춘
은행은 이 기준을 쉽게 채택할 수 있고, 반대로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은행에게는 힘듦
 많은 은행이 자본금을 늘리려고 하지만, 소수의 소형 및 대형 은행 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음. 많은 은행(특히, 소형
은행)은 여전히 바젤 2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려고 노력 중임
 뱅킹 주식이 이전만큼 매력적이기 않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유치하는 것은 은행에게 어려웠음.
한편, 외자는 국영 은행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음

 많은 소형 은행은 자본금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이들에게 바젤 2 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그러나, SBV는 베트남이 다른 국가 대비 이 기준을 채택하는데 늦었기 때문에 바젤 2의 채택을 지연하면 안
되는데, 이들은 이미 바젤 3 기준의 채택을 완료 중임

소형 은행, 바젤 2 기한 맞추기 위해 노력 중(계속)
 그 외에도, 이러한 지연은 SBV의 기한 전 이 기준을 채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다른 은행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뱅킹 시스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SBV는 이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을 처벌해야 함(신용 증가율 쿼타 삭감 또는 특별 감독 하에 두는 것)

 그렇게 하여, 중앙 은행은 뱅킹 시스템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제때 바젤 2 기준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성공한 은행에 대한 공정함을 보장할 것임
 또한, 내년 초 바젤 2 기준의 채택은 베트남과 지역 은행의 운영 기준에서 큰 격차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피치에 따르면, 바젤 2의 궁극적인 채택은 여전히 더 적극적인 증자 노력을 장려할 수도 있는데, 이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베트남 은행의 신용 프로파일에 개선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등급에 대한
영향은 전적으로 리스크 프로파일 내 변화뿐만 아니라 자본화 내 개선의 정도와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을 것임
 Vietinbank는 이 새로운 기준을 준수했다고 피치가 평가한 유일한 은행임. Vietcombank, Military Bank, ACB는
이미 준수 중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들의 자본 비율은 향후 글로벌 기준 대비 낮다고 예상함
 피치는 베트남 은행이 대외 자본금을 늘리는데 계속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함. 베트남 내 은행은 30%
외국인 소유 한도를 갖고 있는데, 이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제한하고 얕은
로컬 시장에서 자본 발행에 의존하게 함. Vietinbank는 이미 외국인 소유 한도 내에 있는 은행 중 하나임. 한편,
피치는 짧은 운영 역사와 초보적인 프랜차이즈를 감안할 때, 많은 소형 은행이 외국인의 관심을 유치하지
않는다고 예상함
 피치는 소형 플레이어가 바젤 2 요건을 충족하고 인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부문 통합을 예상함. 즉,
규제 개입은 더 잘 자본화된 은행이 합병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해질 수도 있음

무디스, 18개 베트남 은행 評定

12.21, VNS

 요약
 무디스는 하루 전 베트남의 Ba3 소버린 등급
확인과 소버린 등급 전망의 변경(부정적으로) 이후
목요일 베트남 내 18개 은행에 대한 평정을 했음

 무디스는 하루 전 베트남의 Ba3 소버린 등급 확인과 소버린 등급 전망의 변경(부정적으로) 이후 목요일 베트남 내
18개 은행에 대한 평정을 했음
 무디스는 이번 18개 은행에 대한 평정이 순수하게 소버린 평정에 의한 것이며 은행의 단독 재무 프로파일의
약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이들 은행은 ABBank, ACB, HDBank, Vietcombank, BIDV, Lien Viet Post Bank, MBBank, NamABank, OCB,
SHB, SeABank, TPBank, Agribank, VIB, VietinBank, MSB, VPBank, Techcombank임
 18개 은행 중 10개의 경우, 무디스는 이들 은행의 장기 로컬 및 외환 예치, 발행자 등급을 확인했고 이들의 등급
전망을 다운그레이드를 위한 리뷰 하의 등급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음
 10개 은행 중에서, 무디스는 4개 은행의 Baseline Credit Assessments(BCAs)와 Adjusted BCAs를 확인했고,
나머지 6개 은행의 장기 Counterparty Risk Assessments(CR Assessments)와 Counterparty Risk
Ratings(CRRs)를 확인했음
 18개 은행 중 5개의 경우, 무디스는 이들 은행의 장기 외환 예치 등급을 확인했고 이들 은행의 장기 외환 예치
등급에 대한 전망을 다운그레이드를 위한 리뷰 하의 등급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음
 동시에, 무디스는 나머지 3개 은행의 장기 CR Assessments와 CRRs를 확인했음
 무디스의 평정은 18개 은행의 등급에 대해 다운그레이드를 위한 무디스의 리뷰를 결론짓는데, 이는 무디스가
베트남 정부의 Ba3 소버린 등급을 올해 10월 9일 다운그레이드를 위한 리뷰 하에 두면서 올해 10월 10일에
시작되었음
 베트남의 소버린 신용 강점은 베트남의 신용 강점이 스트레스의 시기에 이들 은행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베트남
정부의 역량에 대한 무디스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베트남 은행에 대한 무디스의 등급에 주요 투입원임
 소버린 등급의 확인은 모든 정부의 부채 의무의 향후 지급(직간접)에 대한 강화된 행정부의 관심이 갱신된 지급

지연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무디스 평가를 반영함
 부정적인 전망은 행정부 내 부채 관리를 둘러싼 조정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더 실질적이고 중대한 조치의
부재 속에서 정부의 일부 간접 부채에 대한 일부 계속 진행 중인 지급 지연의 리스크를 반영함

무디스, 18개 베트남 은행 評定(계속)
 그러나, 베트남 재무부는 수요일 단 하나의 사건에 근거하고 정부 보증 차입에 대한 원활하고 적시 부채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의 도입된 정책과 절차를 충분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소버린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한 무디스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음

 무디스에 따르면, 만약 무디스가 베트남의 소버린 등급을 Ba3, 안정적인 전망으로 확인하면, 10개 은행의 등급을
안정적인 전망으로 확인할 것이고, 이들 은행의 단독 신용 강점에 중요한 변화는 djqtda
 나머지 8개 은행의 경우, 만약 무디스가 이들 은행의 BCAs를 업그레이드하면, 신용 기반 내 중대한 개선 때문에,
무디스는 장기 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

총리, 수출 시장 다양화 지시

12.28, VNS

 요약
 총리는 2020년 $3,000억의 수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통상부에게 베트남의 수출 시장을
다양화하라고 요구했음. 올해 $2,630억에서 내년

$3,000억으로 수출액을 늘리는 것은 합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총리는 2020년 $3,000억의 수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통상부에게 베트남의 수출 시장을 다양화하라고
요구했음. 올해 $2,630억에서 내년 $3,000억으로 수출액을 늘리는 것은 합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그는 2020년 약 $150억~170억의 무역 흑자 달성이라는 목표를 발표했음. 올해, 베트남은 약 $100억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
 수출 시장을 다양화하는 것은 단일 또는 여러 시장에 대한 의존도의 리스크 감소에 중요함

 총리는 산업통상부에게 생산, 시장 발전, 수출입에 면밀한 감시를 유지하고, FTA의 이점을 활용하며 잠재적인
시장을 개발하라고 요구했음
 총리는 또한 제조 가공업이 2019년 10%에서 내년 12%의 성장률을 달성하라고 요청하면서, 이 산업이 주요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음
 일관된 계획은 베트남 경제를 위한 발사대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고(특히 선봉 산업들), 지연은 발전을 방해할 수
있음
 산업통상부는 생산성을 개선하고 원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제조업 및 혁신에 집중해야 함

 약 100백만 명의 인구로, 베트남은 거대한 국내 수요를 갖고 있어서, 산업통상부는 국내 리테일 시장을 개발하고
강한 상품 브랜드를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함
 산업통상부는 수출 시장을 개발하고 다양화하는 것이 보호무역주의 증가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음
 초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하면서 생산과 비즈니스에서 과학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는데 있어야 하는데, 산업통상부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많은 작업은 베트남의 산업화와 현대화를 이끌 선봉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함. 국내 및 외자 기업 간 연결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함
 2020년, 산업통상부는 비즈니스 전제 조건을 폐지하고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행정 개혁의 준비를 촉진하여 행정
개혁을 계속할 것임
 총리는 또한 산업통상부의 원산지 발행 시스템의 전자 인증서 시작을 언급했음

2019년 베트남의 GDP 7.02%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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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GSO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GDP는 7.02%
성장했는데, 이는 가공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강한 성장 덕분이었음

 GSO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GDP는 7.02% 성장했는데, 이는 가공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강한 성장
덕분이었음
 2011년 이후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7% 이상에 달한 것은 2년 연속임(2018년 베트남의 성장률 7.08% 기록)
 올해의 GDP 성장률은 국회의 목표 6.6~6.8%를 초과하는 인상적인 결과를 나타냈음
 가공 제조업은 성장의 축이었는데, 11.29% 성장했고, 지난 7년래 최고 수준이었음
 8.9%와 7.3% 성장으로 산업 건설 부문과 서비스업은 GDP 성장률에 50.4%와 45% 기여했음
 서비스업은 도소매 판매, 금융 활동, 뱅킹과 보험, 숙박과 식당, 운송과 창고, 부동산의 기여를 나타냈음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는 연초 이후 부서, 부문, 지역당국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총리의 조정 작업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명했음
 광업은 석탄 광업의 증가 덕분에 3년 연속 하락 이후 1.29%로 소폭 증가했는데, 원유 채굴의 감소를 상쇄했음
 농림수산 부문은 2.01% 증가했는데, GDP 성장률에 4.6% 기여했음
 이는 또한 작황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과 기후 변화 때문에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음. 이 산업은 2.01% 상승했는데,
GDP 성장률에 4.6% 기여했음. 축산업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심각하게 해를 입었음
 올해 평균 CPI는 2018년보다 2.79% 상승했는데, 지난 3년래 최저 속도였음
 2019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4% 미만으로 CPI를 유지하려는 목표는 달성 가능했음
 12월에만, CPI는 전월보다 1.4% 상승했는데, 지난 9년래 12월의 CPI 상승률 중 최고 수준이었음
 12월의 CPI는 또한 작년 동기 대비 5.23% 상승을 기록했음
 GSO는 12월의 CPI 급등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위기가 야기한 공급 감소 이후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상품의 가격
상승 탓이라고 하였음
 12월, 11개 소비재 그룹 중 9개는 가격 상승을 나타냈음

2019년 베트남의 GDP 7.02% 기록(계속)
 이들은 식품과 케이터링 서비스, 음료와 담배, 주택과 건설 자재, 옷, 모자와 신발, 가구, 의약품과 헬스케어 서비스,
교육, 문화, 엔터와 관광이었음
 하락을 나타낸 유일한 상품 그룹은 우편과 통신이었음

 올 한 해 CPI 급등은 의료 서비스의 가격 상승 때문이었는데, 이는 2019년 7월 5일자 보건부의 Circular
13/2019/TT-BYT에 따라 4.56% 상승했음
 CPI의 상승은 또한 산업통상부의 Decision No 648/QD-BCT에 따른 2019년 3월 20일부터 조정된 전기 가격의
상승 탓이었음. 2018년 음력 새해와 올해 2, 3분기 더운 날씨 동안 전기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전기의 가격을
2018년 대비 2019년 8.38% 상승케 했음
 식품, 공공 운송 서비스, 석유와 가스 상품의 가격 상승에 더해 수업료 인상, 지역 최저 임금의 상승도 CPI 상승에
기여했음
 GSO에 따르면, 올해의 기초 인플레이션(식료품, 신선 식품,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서비스 제외한 CPI)은 전년보다
2.01% 상승했음
 부서와 기관은 적극적으로 2019년 사회-경제적 발전 계획과 국가 예산 추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솔루션을
이행했는데, 이는 2019년 CPI 상승률을 4% 미만으로 유지하려 했음
 재무부는 또한 시장 조사를 강화했음. 한편, SBV는 통화 정책을 관리했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구했음

Apple, 베트남으로 AirPods 생산시설 이전 모색

12.27, VNS

 요약
 theinformation.com 에

따 르 면 , Apple 의

베스트셀링 와이어리스 이어폰인 AirPods은 부품
공급업체가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 허브에서 멀리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곧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있음

 theinformation.com에 따르면, Apple의 베스트셀링 와이어리스 이어폰인 AirPods은 부품 공급업체가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 허브에서 멀리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곧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있음
 두 공급업체인 Luxshare Precision과 Goertek은 중국과 미국 간 지속적인 무역 긴장 속에서 베트남으로 제조
프로세스의 일부를 옮기기 시작하기 위해 자금을 모색 중임. 이들 기업 중 하나는 올해 초 시범 생산을 시작했지만,
무역 전쟁이 타결될 신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들 회사는 이전을 위한 노력을 서두르고 있음
 Apple은 중국 밖으로 제조시설을 계속 이전하면서 공급 체인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2016년 출시 이후, Apple의 AirPods는 와이어리스 헤드폰 시장을 지배했는데, 수백만 개를 판매했고 6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음. 이 상품의 최신 버전인 AirPods 2와 AirPods Pro는 크리스마스 히트를 증명했고, 많은
상점에서 매진되어, Apple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을 늘리도록 했음. Counterpoint에 따르면, 모든
와이어리스 이어버즈의 글로벌 수출은 2018년 48백만 페어에서 2020년까지 129백만 페어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북부 베트남에 있는 Apple의 오디오 공장은 이 회사의 와이어드 이어버즈를 오랫동안 만들었지만, 이 공장이
와이어리스 버라이어티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일 것임

 올해 초 Nikkei에 따르면, Apple은 비용 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15~30%의 생산량을 중국 밖에서
조달하려는 결과를 탐구하는 중임. 베트남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의 근접성과 낮은 비용 덕분에 중국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안으로 보임
 많은 테크 플레이어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늘리는 중인데,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 대비 비교적 경쟁력 있는 공급 체인을 갖고 있음
 Luxshare Precision과 Goertek은 AirPods의 걷잡을 수 없는 성공 덕분에 올해 재고 3배 증가로 강한 성장을
나타냈음

2019년 베트남의 FDI 자본금, 10년래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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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베트남에 대해 약정된 FDI는 올해 $380억을
초과했는데, 이는 10년래 최고치이고 전년 대비
7.2% 증가를 나타냈음

 베트남에 대해 약정된 FDI는 올해 $380억을 초과했는데, 이는 10년래 최고치이고 전년 대비 7.2% 증가를
나타냈음
 계획투자부 산하 FIA에 따르면, FDI 자본금의 이행도 $203.8억으로 연 7% 증가를 나타냈음
 FIA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FDI 유입의 일반적인 침체의 맥락에서 고무적인 수치였음
 3,880건 이상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올해 동안 라이선스를 받았는데, 2018년보다 27.5% 증가했고, 새로운

자본으로 $167.5억을 늘려, 작년의 93.2%와 같았음
 한편, 1,380건의 프로젝트는 $58억으로 자본금을 늘리도록 승인되었는데, 프로젝트의 수 측면에서 작년 동기
대비 18.1% 증가했지만 액수 측면에서 24% 감소했음
 56.4%의 증가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자본금 기여와 주식 매입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액수를 $154.7억으로
늘렸고 베트남의 총 FDI 중 약 41%를 차지했음
 이 자본금 중 65%($245.6억)는 가공 제조 부문으로 향했고, 10%($38.8억)는 부동산 부문으로, 나머지는 도소매,
과학 기술로 향했음

 올해 베트남에 투자 중인 125개 국가와 지역 중, 한국은 $79.2억으로 베트남의 1위 FDI 투자국이었는데, 전체의
21%를 차지했음
 홍콩은 $78.7억으로 그 다음이었는데, 주로 하노이에 있는 Vietnam Beverage Ltd Co 내 주식에 $38.5억을
지출했음. 싱가포르는 $45억으로 3위였고, 일본과 중국이 그 뒤를 이었음
 특히, 홍콩과 중국 본토로부터 투자는 증가세였는데, 주로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 덕분이었음. 중국으로부터
FDI는 전년 대비 1.65배, 홍콩으로부터는 2.4배 증가했음
 하노이는 $84.5억으로 약정 자본금 중 최대 비중을 유치했는데, 전체의 22.2%를 차지했음. 호치민시는
$83억(21.8%)로 2위였고, 남부 빈증과 동나이성, 북부 박닌성이 그 뒤를 이었음
 2019년, 외자 부문은 수출에서 $1,813.5억을 벌었는데(원유 포함), 전년 대비 4.2% 증가했음. 원유를 제외하면, 이
부문의 수출액은 $1793.3억을 기록했는데, 연 4.4% 증가했고 베트남의 총 수출액 중 68%를 차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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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동안, 이 부문은 수입에 약 $1,455억을 지출했는데, 2018년보다 2.5% 증가했고 수입에 대한 베트남의 총
지출 중 57.4%를 차지했음
 그 결과, 이 부문은 $358억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국내 부문에서 기록된 $259억의 적자를 보상했음

 복수의 수십 억 달러 프로젝트는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인데, 이들 중 많은 수는 한국과 대만 기업
밑에 있고, 이들은 베트남을 전략적이고 중요한 투자처로 보고 있음
 베트남 내 운영 중인 Samsung, LG, SK와 같은 기존 대기업 외에도, 많은 한국과 대만 기업은 베트남에 상륙하려고
함
 FIA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은 2019년 해외 시장으로 약 $510백만을 투입했음
 투자액 중, $400백만 이상은 164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고 나머지 $105백만은 29개 기존 프로젝트에
약정되었음

 아웃바운드 투자는 주로 도소매 부문에 집중했는데($111백만), 전체의 24%를 차지했음
 농림수산 부문은 총 투자액 $86백만으로 2위였는데, 17%를 차지했고, 과학 기술이 $70백만으로, 14%를
차지했음
 베트남 기업은 올해 32개 국가와 지역에 투자했음. 호주는 $155백만으로 최대 투자액을 유치했음(전체의 31%)
 미국은 $93백만으로 그 다음이었고(18%), 스페인, 싱가포르,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음

2020년 인플레이션 4% 미만으로 유지될 듯

12.26, VNS

 요약
 물가 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인플레이션은 지난 3년 동안처럼 4%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물가 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인플레이션은 지난 3년 동안처럼 4%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올해는 2.7~2.8%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냈는데, 이는 거시 경제를 안정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했음
 GSO에 따르면, 이는 지난 3년래 최저 인플레이션이었음
 2018년 3.54%, 2017년 3.53%였는데, 낮은 인플레이션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7% 도달하도록 도왔음
 이 위원회의 운영 메커니즘과 부서, 지점의 협력은 낮은 인플레이션에 기여했고 정보의 투명성은 정부의 물가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강화했음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최근 돼지고기 부족이 가격 상승을 나타냈는데, 국내 식품 공급은 2018년 대비
760,000톤 증가로 여전히 풍부하여 이러한 부족을 메웠음
 각 부서는 유연한 환율의 관리, 시장 기반 통화 정책 검토, 무역 분쟁과 지정학적 이슈를 다루기 위한 협력 강화를
고려할 것임
 물가관리국(재무부), SBV, GSO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스트 시나리오가 4% 미만 유지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했음
 물가관리국은 인플레이션이 Tet 동안 돼지고기와 다른 품목으로부터 가격 상승의 압력 때문에 1분기 4%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일부 돼지 농장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상품 판매를 피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입고, 수입산 돼지고기가 더 나올 것임
 2020년 물가 관리는 2019년보다 더 어렵겠지만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율을 3.59~3.91%로 관리할 것임
 1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높지만(특히 돼지고기로부터 압력), 위원회는 4% 미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임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110,000톤의 돼지고기를 올해 첫 11개월 동안 수입했는데, 양으로는 전년보다 108%

증가했고 액수로는 97% 증가했음

총리, 전력 부족 ‘반드시’ 막아야

12.26, VNS

 요약
 총리는 EVN에게 내년 적절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전력 생산원과 망을 개발하는데
집중하라고 요구했음. 총리는 내년 전력 부족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음

 총리는 EVN에게 내년 적절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전력 생산원과 망을 개발하는데 집중하라고 요구했음. 총리는
내년 전력 부족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음
 EVN은 수력 저수지의 용수 부족을 처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야 함(특히 가뭄 피크 시즌 동안). 총리는 또한
EVN에게 선진 기술을 사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라고 요구했음
 EVN은 시스템에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연결하기 위한 망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함

 총리는 우선권이 전력 생산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EVN에게 Quang Trach 1, Quang Trach 2, Dung
Quat 1과 같은 주요 전력 생산 프로젝트의 건설을 서두르라고 요구했음
 주요 전력 생산 프로젝트의 느린 건설은 향후 수년 간 전력 부족의 위협을 야기함
 200MW 이상의 capa를 갖춘 60건의 전력 생산 프로젝트가 2030년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35건은
스케줄에 뒤처졌으며, 7건은 EVN에 의해 운영 중임
 NLDC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1~2025년 가뭄, 저수지의 용수 부족, 발전용 석탄과 가스 공급의 어려움, 수요
증가 때문에 417억 kWh의 부족에 직면할 것임

 총리는 또한 각 부서와 그룹(Viet Nam Oil & Gas Group, Viet Nam National Coal – Mineral Industries Holding
Company Limited 포함)에게 발전용 석탄과 가스를 공급하라고 요구했음
 전력 가격과 가격 조정의 투명성도 강화되어야 함
 총리는 또한 산업통상부에게 전력 절약을 장려하고 낭비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법령을 정부로
제출하도록 했음
 EV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전력 시스템의 총 capa는 54,880MW로 추정되는데, 전년 대비
6,320MW 증가했음. 베트남은 아세안 내 전력 시스템의 규모에서 인니에 이어 2위이고, 세계 23위임
 2019년, EVN은 총 capa 1,400MW를 갖춘 2기의 화력 발전소와 3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함
 현재까지, 베트남 전역 99.52% 이상의 가구가 이 망에 연결됨

총리, 전력 부족 ‘반드시’ 막아야(계속)
 EVN은 2019년 393조 동 이상의 수입을 거뒀는데, 2018년보다 14.3% 증가했음. 9,500억 동의 이익을 보고했음
 EVN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적절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EVN은 전력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청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음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 2015년보다 2.5배 급증

12.27, VNS

 요약
 SBV에 따르면,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는
2015년보다 2.5배 급증했음

 SBV에 따르면,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는 2015년보다 2.5배 급증했음
 SBV는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로컬 미디어는 SBV가 $160억을 올해 지금까지 매입해서, 국가 외환
보유고를 $750억으로 늘렸다고 말한 소식통을 인용했음
 앞서, SBV는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가 10월 말까지 $730억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음
 중앙 은행이 올해 매입한 외환의 양은 2017년 $110억, 2018년 $60억보다 훨씬 많음
 충분한 외환 보유고는 베트남이 외부 요인이 야기한 부정적인 영향을 막는데 도움을 주는 주요 원천이었음. 이
외환 보유고는 자금 시장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계속 사용되어, 환율 안정을 보장할 것임
 무역 전쟁이 미국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를 11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지만, 달러/동 환율과 외환 시장은
안정적이고 시장의 유동성은 한해 동안 양호했음
 외환 시장의 안정성은 SBV가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를 더 쌓도록 도왔음
 전문가는 이러한 안정성이 SBV의 유연한 중앙 환율 관리 메커니즘 탓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국내 외환 시장이
글로벌 요인에 덜 영향 받도록 했음

 또한, 국내 미 달러 공급-수요 관계는 수출, 외국인 투자, ODA, 관광과 해외송금으로부터 외환 공급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 증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국내 시장 내 환율의 맥락에서 보고되었음. 중앙 은행에 따르면,
국내 외환 시장의 유동성이 양호했고 로컬 기관과 개인의 수요를 충족했음
 SBV는 12월 26일 일일 기준 환율을 미 달러 당 23,162동으로 설정했는데, 전일보다 1동 하락했음
 현재 거래 밴드인 +/-3% 감안 시, 이날 동안 상업 은행에 적용되는 상한 환율은 달러 당 23,857동, 하한 환율은
달러 당 22,467동임

 애널리스트는 SBV가 2020년 국가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계속 외환을 매입할 것이라고 전망함. 얼마나 많이
매입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만약 미국과 중국이 무역에서 합의를 찾을 수 있다면, 중앙 은행이 추가로
$100억~150억을 매입한다면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임

풍부한 재원, 은행 간 시장의 금리 하락 견인

12.25, VNS

 요약
 은행 간 시장의 금리는 연말 자본금 수요 증가
때문에 종종 크게 올랐던 작년과 반대로 하락 중임

 은행 간 시장의 금리는 연말 자본금 수요 증가 때문에 종종 크게 올랐던 작년과 반대로 하락 중임
 화요일, 은행 간 시장에서 단기 동 대출의 평균 금리는 월요일보다 0.04~0.26%p 계속 하락했음. 이에 따라,
오버나이트 금리는 연 1.88%로 하락했고, 1주 금리는 2.38%, 2주는 3.08%, 1개월 3.68%로 하락했음
 이 금리는 또한 지난 주 가파르게 하락했음. 특히,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마감하면서, 동 오버나이트 금리는 연
약 2.3%로 거래되었는데, 전주 대비 1.4%p 하락했고, 1주 금리는 연 2.73%였는데, 1.05%p 하락, 2주 금리는 연
3.21%였는데, 0.74%p 하락, 1개월 금리는 연 3.8%였는데, 0.28%p 하락했음
 작년 동기의 은행 간 시장 내 금리가 2배가 되면서, 연 4.6~5%에 달한 것은 비정상적이었음
 SSI에 따르면, 은행 간 시장의 금리 하락은 대형 상업 은행으로부터 풍부한 재원 덕분이었음
 한편,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유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상업 은행에 고시된 금리는 변경되지 않았음. 이 금리는
6개월 미만 예금의 경우 연 약 4.1~5%, 6~12개월 예금의 경우 연 5.5~7.5%, 13개월 예금의 경우 연 6.4~7.9%임
 6개월 이상 만기의 금리는 여전히 높아서, 상업 은행의 예금은 지난 4개월 동안 잘 증가했는데, 이는 은행이 중장기
예금의 비율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음

 내년 1월 26일인 음력 새해 휴일 이후, 예금 금리는 하락할 수 있음

베트남, 100,000톤의 돼지고기 수입 예정

12.27, e.vnexpress.net

 요약
 베트남은 지금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안정화된
가격으로 휴일 시즌 동안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100,00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할 것임

 베트남은 지금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안정화된 가격으로 휴일 시즌 동안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100,00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할 것임
 산업통상부는 당국이 로컬 수입업체와 연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돼지고기 자원을 찾고 있다고 하였음
 호치민시의 산업통상국에 따르면, 남부 지역 내 돼지고기의 국내 공급은 올해 초보다 50% 감소했음
 이러한 감소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2월 발생하여 베트남 내 63개 지역 모두로 확산된 이후 나타났는데, 5.9백만

마리의 돼지가 도살되었음
 Dong Nai성이 생산한 주요 돼지고기는 34% 감소한 공급을 나타냈고 Dong Thap에서는 42% 감소했음
 호치민시 내 돼지고기 소비는 공급 감소와 현재 kg 당 90,000동($3.9) 이상으로 3월보다 3배가 된 가격 때문에
전년 대비 30% 감소했음
 그러나 수입된 돼지고기는 세금과 보존 비용 때문에 국내 돼지고기보다 낮은 가격을 보장하지 않음
 총리는 월요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일부 투기자가 부족의 루머를 확산하고, 일부 생산업체가 재고를 유보하여
가격이 훨씬 더 높게 오르도록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정부 기관은 앞서 베트남이 올해 200,000~300,000톤의 돼지고기가 부족할 수 있다고 추정했음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1~11월 돼지고기 수입이 110,000톤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이었음

베트남, 자동차 수입 2배 증가

12.27, e.vnexpress.net

 요약
 로컬 조립 자동차의 판매 감소와 수입 자동차의
판매 증가는 로컬 제조업체가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 인센티브를 요구하게 했음

 로컬 조립 자동차의 판매 감소와 수입 자동차의 판매 증가는 로컬 제조업체가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
인센티브를 요구하게 했음
 VAMA에 따르면, 올해 첫 11개월 동안 로컬 생산 차량의 판매는 169,739대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수입산
자동차의 판매는 119,389대로 2배가 되었음
 수입산의 판매 급증은 자동차 수입업체에게 더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품질과 원산지를 보장하는 특정 인증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령 때문에 2018년의 슬럼프에 이은 것임
 수입산 차량의 수는 작년 20% 감소했지만, 올해 133,700대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음
 이는 거의 $30억이 들었는데, 산업통상부는 이 수치가 올 한 해 $34억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하였음(작년의 약 2배)
 로컬 조립 차량이 여전히 판매를 지배하지만, CBU의 수입 급증은 제조업체를 걱정케 함. THACO는 지난 달
베트남이 로컬이 만들 수 없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Marklines에 따르면, 베트남은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했음. 작년 288,700대가
판매되었음(태국의 수백 만 대, 인니의 1.1백만 대 대비)

 승용차에 대한 베트남의 로컬 부품 비율은 7~10%임(태국의 80%, 인니의 70% 대비)

베트남, 교역액 $5,170억으로 정점 기록

12.27, e.vnexpress.net

 요약
 베트남의 외국 교역은 처음으로 올해 $5,170억에
달했는데, 무역 흑자는 $99억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베트남의 외국 교역은 처음으로 올해 $5,170억에 달했는데, 무역 흑자는 $99억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교역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했는데, 수출은 $2,635억으로 8% 증가했음
 $10억 이상의 교역품의 수는 32개였는데, 2011년보다 1.5배 증가했음. 6개는 $100억 이상이었고, 8개는 $50억
이상이었음
 일본, 미국, EU, 아세안은 주요 수출 시장이었음. 베트남은 미국과 $467억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EU와는 약

$270억을 기록했음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지속적인 미국-중국 무역 전쟁과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내년 교역에서 어려움을
예상함
 이는 베트남이 무역 흑자를 기록한 4년 연속임. 이 액수는 2018년 $63억, 2017년 $21억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