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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I OFFICE

1. 주간 신문 요약
▣ 8월 15일 일자 신문 요약
○ 일본. 벤탄시장 지하쇼핑센터 제안

(출처 : TUOITRE.VN)

- 일본의 투자자들이 ODA(공적개발원조) 자본으로 호치민 1군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 장소인
벤탄 시장 지하에 쇼핑센터 건립을 호치민 인민위원회에 제안 함.
벤탄시장의 메트로 1호선의 중앙역 일부분과 레러이 대로 구간에 약 45,000m2 면적의 지
하 1층의 쇼핑센터를 건설 투자 할 계획임.

○ 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동매달 2개 획득

(출처 : VNEXPRESS.VN)

- 8월 13일 한국 서울에서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협회가 주최한 제 11회 대회의 2016년 최
종 결선을 함.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는 세계 수학 영제들이 모여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순위를 정하는 대
회로서 각국 초등학생들이 대표로 선발되어 참가하며, 베트남 대표인 초등 6학년생들인 대
표팀이 동매달 2개를 획득.

▣ 8월 16일 일자 신문 요약
○ 대만기업 공사현장 벽이 무너져 인부 3명 부상

(출처 : VNEXPRESS.VN)

- 지난 8월 15일 중부지방 다낭시에서 대만기업인 SangY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자
기 높이 12m의 담이 40m 가량 넘어지면서 현장 공사중인 인부 3명이 부상당함.
인부 3명이 부상당했으며, 2명은 경미한 부상이며, 1명은 골절과 뇌부분에 손상을 입어 병
원에 입원중임.
공안부는 사고 발생 원인을 찾고 있으며, 대만 공장의 과실이 드러나면, 공사를 중단할 것
이라고 발표함.

○ 올림픽 영웅 황쑤언빈 사격선수 귀국

(출처 : Tien phong)

- 이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베트남 처음으로 금,은매달을 목에건 황쑤언빈 사격국가대
표가 8월 14일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귀국을 함.
공항에는 수백명의 팬들과 정부 고위급 관계자, 체육 관계자와 수십명의 취재진들로 인하
여 공항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여서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가 있음.
황쑤언빈 선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은매달은 기쁘면서 아쉬웠다고 전하며, 지금은 휴
식을 취하고 앞으로 열릴 세계선수권 대회 준비할 것이라고 전함.

▣ 8월 17일 일자 신문 요약
○ GRAB, 신용카드로 결재가능

(출처 : Tien phong)

- GRAB 이용객들이 GRAB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현금결재 외에도 GRAB플레이를 선택해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한 후 바로 결재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는 비자, 마스터카드가 사용 가능하다.
GRAB 대표측은 이번 결재방식의 변화로 더욱 빠르고 간편한 결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강력한 암호화로 정보를 보호하여 안전성이 보장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4개의 대도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출처 : VNEXPRESS.VN)

- 베트남 공안부가 4개의 대도시인 하노이, 다낭, 호찌민, 껀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
속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교통운송부와 교통공안부는 운전자들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심각
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앞으로 주야간 구분없이 불시에 음주단
속을 펼칠 계획이다.

▣ 8월 18일 일자 신문 요약
○ 국가은행, Maritime Bank 고객들에게 안정 요청

(출처 : TUOITRE.VN)

- Maritime Bank가 최근 인터넷에서 떠오는 소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은 facebook에 “VIET HAN 부동산 기업 간부들이 구속되었는데 그
이유가 Maritime Bank의 TUAN은행장과 공모하여 30조동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하여
Maritime Bank 고객들이 불안해하여 자금을 빼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은행이 감사를 하여 확인한 결과 Maritime Bank 활동상태가 안정적이며
해당 은행과의 거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객들에게 강조하였다.

○ 태국 재벌, 비나밀크에 큰 관심

(출처 : DANTRI.COM)

- 태국의 유명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음료회사 프레져 앤 니브회사의 차루엔 사장은 동남아
시장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대표유제품 제조사인 비나밀크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차루엔 사장은 비나밀크사를 펩시나 코카콜라와 같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 8월 19일자 신문 요약
○ YEN BAI성 간부 두명 살해당해

(출처 : VNEXPRESS.VN)

- 8월 18일 오전 7시 인민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YEN BAI성 인민위원회 청사에 출근한
인민연합 CUONG 위원장과 지방조직 TUAN 위원장이 YEN BAI성 산림관리 지국장인
MINH씨에게 총살당했다.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회의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CUONG씨와 TUAN씨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MINH씨가 CUONG씨의 집무실에 들어와서 총으
로 살해하고 다시 TUAN씨의 집무실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이 후 MINH씨는 자신의 총으로 자살하였으며 세 명 모두 응급실로 이동되었으나 이 날
모두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NGUYNE XUAN PHUC수상이 직접 YEN BAI성을 방문하여 보고를 받았고
YEN BAI성 공안은 사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안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IFC, VPBank에 1억 2천5백불 원조

(출처 : DANTRI.COM)

- IFC(국제금융공사)가 민간 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성장 촉진과 국제무역 증진을
위하여 베트남 VPBank에 1억 2천 5백불의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VPBank 총 사장은 IFC의 지원금으로 인해 각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주요 베트남 경제 관련 소식
▣ ‘베트남 증권 거래소 통합 본부’ 호찌민에 설립
○ Nguyen Xuan Phuc총리는 6월 27일 "베트남 증권 거래소" 본부를 호찌민시에 설립하는
계획을 승인함. 베트남 증권 거래소는 호치민 증권 거래소(HSX)와 하노이 증권 거래소(HNX)
을 통합하여 개설.

○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에 설립된 HSX의 시가 총액은 현재 두 증권사 전체
합한 금액의 약 88% 이상을 차지. 재정부(MoF)와 호찌민시는 베트남 증권 거래소 개설을
위한 IT 시스템 구축에 8000억 VND(약 8,600만 달러), 본부 건물 건설에 4000억 VND(약
4,300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

○ 호찌민 증권거래소와 하노이 증권 거래소는 10월부터 새로운 주가 지수 "Vietnam Allshare
Index(VNX Allshare Index)"를 채용할 예정. 2대 증권 거래소가 통합되면 호찌민 증권거래소
에 상장된 208종목과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80종목을 모두 합쳐 총 388종목으로
통합 운영 예정.

○ 새로운 주가 지수가 채용되면, 투자자는 국내 증권 시장 전체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가
능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 Thoi bao Kinh te)

3. 베트남 세무 관련 자료

▣ 68/2016/NĐ-CP호 - 보세창고 인증서를 위한 6가지 조건
○ 세금 면제, 창고, 세관 수속, 검사, 관세청 감사 등을 규정하는 결정서 68/2016/NĐ-CP호
에 의하면 보세 창고 인증을 받으려면 6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보세 창고 인증을 받기 위한 구역은 반드시 관세법 6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권한이 있는 기관이 비준한 전국 유통 시스템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
역이어야 하고 투자 혜택 구역, 수출을 위한 농수산품 생산 중심 구역.
○ 보세 창고는 외벽을 세우는 등을 통해 주변 구역과 구별되어 있어야 하며 세관 당국의 정
기적인 감사와 검열에 응해야 함. 단, 보세구역 안에 위치해 있어 이미 주변 구역과 구별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세관 직원들의 업무 장소, 물품 검열 장소, 검열 장비 설치 장소, 재정부의 규정에 따른 위
법 물품 적재 장소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함.
○ 보세 창고는 반드시 창고와 마당, 그 외의 면적을 총 포함하여 최소 5,000m2 이상의 면적
을 보유해야 하며, 그 중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구역의 면적은 1,000m2 이상. 또한 특별
보관요청을 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특별 저장면적 또한 최소 1,000m2 이상 또는 1,000m3
이상. 항구 인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항구와 연결되는 부분의 면적이 1,000m2 이어야 하
며, 전문 보세 구역은 반드시 최소 10,000m2의 면적을 보유해야 함
○ 각 기준에 부합한 소프트웨어는 품목별 수출입, 보관 물품, 세관신청서 관리, 세관 관리 기
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고, 통계 업무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내부 시
스템 네트워크 등.
○ 기준에 부합한 CCTV 시스템은 보세창고 내부의 각 장소를 24시간 상시 촬영하는 CCTV
시스템과, 최소 12개월 동안의 관련 자료 보관, 세관 관리 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CCTV 시스템 등.
○ 보세 창고 활동이 정지되는 5가지 경우
결정서는 보세 창고 활동이 정지되는 5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

○ 보세 창고 활동이 정지되는 5가지 경우
결정서는 보세 창고 활동이 정지되는 5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
1. 위 6가지 조건을 계속해서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보세창고 소유권 양도 시 옛 소유주가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2. 관세청에게 보세창고 활동을 중지하겠다는 것을 제의하는 공문을 보낸 기업
3. 보세 창고 활동 인증이 결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보세 창고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4. 활동을 일시 중지한 뒤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
5. 12개월 안에 관세청으로부터 행정 관련 위법행위를 3번 이상 적발 당하고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관세법 62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세 창고는 다음과 같은 곳에 위치.
a) 항구, 국제공항, 내륙지방의 수출입항, 국제 철도 역, 국경 인근 지역
b) 공업 단지, 첨단 공업 단지, 면세 구역, 그 외의 법 규정에 따른 구역

(출처 : cvnpost.com)

4. 베트남 환율
일 자

VND/1USD

VND/1,000원

원/1USD

2016년 8월 19일

22,265VND

19,890VND

1,120원

(참고 : Vietcom Bank Exchange Rate, KEB하나은행)

5. 베트남 입찰정보

(출처 : muasamcong.mpi.gov.vn)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N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Way of Order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Contract
Duration

Equipped with RAN 4G Southern Viet Nam
Vietnam

Place of Project

Ho Chi Minh City, Vietnam

MobiFone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Estimated Value of
Package

US$ 33.666.638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 Closing Time

Mobifone reinvested sources,
loans
Invitation for bid

Mobifone reinvested sources, loans
September 30, 2016

20 Week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Mr Cao Duy Hai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UI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 43 78 31 733

Email

webmaster@mobifone.com.vn

H.P

N/A

Website

http://www.mobifone.com.vn/

MobiFone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Introduction
Construction works Renovation, dredging works system after pump station La Tien, Phu Cu District,
Hung Yen Province (Phase 1)

Name of
Project
N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Hung Yen Province, Vietnam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Department of Hung
Yen

Estimated Value of
Package

US$ 9.007.254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Contract
Duration

The central budget
Invitation for bid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 Closing Time

The central budget
September 30, 2016

90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Mr Nguyen Van Doanh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UI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03213.863596

Email

sonongnghiepptnthy@gmail.com

H.P

N/A

Website

http://sonnptnt.hungyen.gov.v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Department of Hung Yen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