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686호] KOTRA 베트남 투자뉴스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 관련 주요 이슈
○ 베트남 부총리 주재, 2019년 국가 예산 회의
Vuong Dinh Hue 부총리는 2019년 12월 31일 하노이에서 국무 예산 수입과 2019년 지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제 14대 국회의 사회경제발전계획 2020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간 원격회의를 브리핑함.
Vuong Dinh Hue 부총리는 2019년 베트남은 12개의 핵심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이중 7개의 목표를 2년
연속으로 달성했다고 말함. 국내총생산(GDP)은 7.02% 성장해 입법부가 정한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며 아
세안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함.
세계 무역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베트남의 수출은 8.1% 증가했으며, 수출 예상액은 518억 달러
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또한 주정부의 예산 집계는 약 32조 동(13억 9,000만 달러)에 달함.
Vuong Dinh Hue 부총리는 각 부처, 기관, 지방 자치단체에 채무 관리 및 면제, 세금 체납 지연, 예산 징수
및 지출에 대해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요청함.
2019년 12월 31일 기준, 주정부 예산의 총 징수는 추정치보다 9.1% 증가한 153조 동을 넘어섰음.
올해 재경부는 관세 분야에서 17,30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25조 1,000억 동을 국가 예산으로 환수
할 것을 제안함. 2019년 베트남의 세금 부채 총액은 80조 8,000억 동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으며, 국
가 예산 과소비는 3.7% 에서 3.4% 이하로, 공공부채는 2018년 말 63.7%에서 56.1%로 낮아짐.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 2019.12.31.]
○ 포브스 베트남, 처음으로 100대 기업 발표
포브스 베트남은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큰 100대 기업의 목록을 발표함.
이 목록에는 호치민 증권거래소(HSX)에 등록 된 65개사, UPCOM(비상장 기업시장)의 23개사, 하노이 증권
거래소(HNX)의 7개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포브스 베트남은 포브스 글로벌의 2000년 세계 순위 방법에 따라 매출, 수익, 총 자산 및 시가 총액에 대
해 기업을 평가함.
이번 포브스 베트남에서 발표하는 순위는 HSX 및 HNX의 “50대 상장 회사”와 별도로 상장되지 않은 기업
이 포함되어 있음.
이번 포브스 베트남이 발표한 순위에서 Vietcombank, BIDV, VietinBank, VinGroup이 1위를 차지함.
상위 10개 기업 중 5개는 VinGroup, Vinhomes, Hoa Phat, Techcombank 및 VPBank와 같은 민간기업이며,
Thaco와 Masan 같은 다른 민간 기업들의 순위도 눈 여겨 볼만함.
은행 부문은 상위 10개 기업 안에 6개사를 포함, 총 22개사(100개사 內)가 순위권에 있으며, 석유와 가스,
부동산, 소매업이 그 뒤를 이음.
매출 부문에서는 Petrolimex가 83억 5,0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영업이익 부문에서는 Vietcombank
가 1위를 차지함.
BIDV는 570억 달러로 자산 부문에서 1위를를 차지 했으며, VinGroup은 시가총액 165억 달러로 베트남의
시장 자본화를 주도하고 있음.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 2019.12.31.]
○ 베트남, 소매판매 4년만에 최고치 경신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소매판매는 2019년에 4,940조 동(2,148억 달러)를 기
록하며 전년 대비 11.8% 증가함.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2016년 소매판매는 10% 증가했으며, 2017년과 2018
년에는 11.6% 증가함.
통계청의 Vu Manh Ha에 따르면 7.02%의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가는 구매력을 증가시킴.
통계청은 2019년 1인당 월 소득이 420만 동(182 달러)로 추정되며, 2018년 보고된 390만 동(168 달러) 보
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또 유통채널과 품질 좋은 상품, 매력적인 프로모션 등이 다양화되면서 시장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적
응해 수요를 늘리는 데 일조함.
상품의 소매수입은 총 3,751조 1,000억 동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으며, 숙박 및 요식 서비스 매출액
은 586조 동으로 9.8% 증가, 관광 서비스는 2.1% 증가한 46조 동의 매출을 기록함.
구매력이 높은 지방과 도시는 타인호아(Thanh Hoa), 하이퐁(Hai Phong),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 껀터(Can
Tho), 응헤안(Nghe An), 카잉호아(Khanh Hoa),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 꽝닝(Quang Ninh) 등으

로 소매판매에서 15.7~17.1%의 증가율을 기록함.
남딩(Nam Dinh)의 경우 1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구매력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방으로 나타남.
[베트남 상공 온라인 신문 / 2020.1.2.]
○ 베트남, 신규사업자수 사상 최대
2019년 총 등록자본 17조 300억 동(747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총 138,100여 개로 전년 대비
5.2% 증가함.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기업당 평균 등록 자본은 125억 동(약 54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함.
새로 설립된 기업들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40,100개 기업은 등록 자본을 2조 2,700억 동까지 증가시킴.
2019년 베트남에 등록된 기업수는 17만 7,500여 개로 전년 대비 15.9%(약 3만 9,400사) 증가했으며, 평균
적으로 거의 1만 4,800여 개의 회사들이 매달 설립되거나 활동을 재개함.
2019년 2만 8,700여 개 기업이 영업을 중단했으며, 4만 3,700여 개 기업이 해산 절차를 기다리고 있고, 1
만 6,800여 개 기업이 이 절차를 마치고 해산됨.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 2019.12.31.]
○ 2020년 2명의 베트남 억만장자
베트남의 5대 부호 중 2명은 새해를 맞아 순자산이 줄어들며 좋지 않은 출발을 함.
2019년 3월, 포브스 2020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는 베트남 출신의 억만장자 5명이 포함되었으며 그들의
총 자산은 136억 달러임.
그들은 순위권에서 이탈되어 있었다가 다시 돌아온 Pham Nhat Vuong(VinGroup), Nguyen Thi Puong
Tao(Vietjet Air), Tran Ba Duong(Thaco)과 새롭게 순위권에 포함된 Ho Hung Anh(Techcombank)과 Nguyen
Dang Quang(Masan Group)임.
미국의 온라인 소매 사이트 아마존의 설립자 겸 CEO인 제프 베조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브스 2020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는 총 2,15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의 총 자산은 8조 7,000억 달러임.
2020년 첫날, 베트남 억만장자 5명의 총 자산은 8억 달러가 증가하여 144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두 명의
신인(Ho Hung Anh, Nguyen Dang Quang)은 재산이 감소함.
1월 1일 기준 포브스지 선정에서 소비재 및 천연자원 기업인 Masan Group의 Nguyen Dang Quang회장은
400만 달러의 자산을 잃으며, 현재 약 10억 달러의 재산으로 작년보다 450위 낮은 순위인 2,167위를 차지
함.
베트남 증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9만 1,000동(3.9USD)으로 최고치를 찍었던 마산의 주식(MSN)은
12월 마지막 증시에서 5만 6,500동으로 하락하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옴.
2020년 1월 1일 기준 Techcombank의 Ho Hung Anh 회장은 300만 달러를 잃으며 14억 달러의 자산으로
421위 밀려난 1,770위에 순위 함.
Techcombank는 국영은행인 VietcomBank에 이어 베트남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며 2019년 전년 대
비 31% 증가한 10조 7,000억 동의 매출을 기록함. 그러나 하반기 6, 8월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져
시가총액에서 12%가량 손해를 보면서 순위가 내려감.
포브스에 따르면 Masan Group과 Techcombank는 모두 베트남의 주요 기업으로 호치민 증권거래소 10위
권 안에 들었음.
베트남의 최대 자동차 회사인 Thaco의 Tran Ba Duong 회장과 그의 가족은 2019년에도 2018년과 똑같이
1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순위는 128계단 떨어진 1477위를 차지함.
76억 달러의 자산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VinGroup의 Pham Nhat Vuong 회장은 전년 대비
10억 달러의 재산이 늘어났으나 순위는 13계단 떨어진 242위에 자리함. 작년 어느 시점에 Pham Nhat
Vuong 회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200명 중 한명이었음.
베트남 최초의 여성 억만장자 Nguyen Thi Puong Tao의 재산은 400만 달러가 증가한 27억 달러이며 순위
또한 2019년에 비해 73계단 상승한 935위임.
Nguyen Thi Puong Tao는 베트남의 저가 항공사인 Vietjet Air 사의 회장으로 Vietjet은 하루 3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잇으며, 2017년 2월 베트남 국내 항공편의 약 40%를 운항하고 있음. 또한 그녀는
HDBank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음.
지난해 말 Vietjet Air의 주가는 1.2% 상승해 14만 6,200동에 도달했고 VinGroup의 주가는 11만 5,000동으
로 변동이 없었음.
[베트남 상공 온라인 신문 / 2020.1.2.]

○ 베트남 교통부, 2020년 고속도로 우선순위 투자 결정
교통부 Nguyen Van The 장관은 최근 베트남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통부는 2020년에 경제 중심지, 지역,
산업단지 간의 접근성과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사항으로 둘 것이
라고 밝힘.
교통부는 관계 부처, 특히 기획투자부와 협력하여 정부가 곧 PPP에 관한 법률을 공표할 수 있도록 협의하
고 있으며, 이는 고속도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동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정부는 하노이와 호찌민시 사이의 철도 시스템을 총 7조 동(3,350 달러)의 투자금을 들여 개선할 것을 정
부에 요청함.
일본, 한국, 중국 등 3개 협력국이 참가하는 아세안 교통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 2020년 베트남의 대외 활동을 위한 좋은 출발이라고 말함.
2020년에는 아세안 내외국간 연결을 높이기 위해 교통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세안과 유럽연합
(EU) 간의 항공 부문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고대한다고 덧붙임.
[베트남 투자 온라인 신문 / 2019.12.30.]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 베트남, 스타벅스 한 잔도 집으로 배달한다 (원문보기)
베트남의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은 2억 7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함. 아직 핀테크의 보급률이 낮아 배달
서비스 앱 이용과는 별개로 COD(Cash On Delivery) 결제방식을 선호하지만 현지 서비스 플랫폼과 합작
모바일·온라인 결제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임. Grab을 통한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로 순수익이
300% 증가한 사례 등을 볼 때 베트남 시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 서비스는 매출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나 한국의 배달 서비스 운영 정책과는 여러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베트남 진출기업
혹은 진출 예정기업들은 베트남의 이러한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신을 희망하시는 분은 성함, 직함, 소속(회사명), 업종/업태, 베트남 투자진출 여부(O,X),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입하시어 kbchnletter@gmail.com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