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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신문 요약
▣ 11월 7일자 신문 요약
○ 호찌민시 ,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증가

(출처 : tuoitre.vn)

- 호찌민시 환경보건부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조사 결
과, 대부분이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최근 23건에 대한 지카 바이러스 확진 중 17건
은 호찌민 시내에서 발생되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호찌민시 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
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환자가 병원에 진료받는 수는 4주 만에 12% 증가하였다. 이
에 대해 베트남 보건당국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 유럽산 식품 수입 증가

(출처 : vnexpress.net)

- 최근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하는 유럽의 식품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에는 유제품, 제과류 등에 국한되어 있던 제품도 육류, 주류 등으로 다양해졌다. 지난 9
개월동안 유럽산 유제품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돼지고기, 소고기 뿐만 아니
라 닭고기 또한 유럽 식품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 11월 8일자 신문 요약
○ 호찌민시, 소화전 13,000개 필요

(출처 : tuoitre.vn)

- 호찌민시 소방청이 사이공 수도 총 공사와 도시 내 소방용수 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
를 위하여 관련 기관 합동으로 상호 협동체제를 구축하며 유사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내용에 따르면 호찌민 지역내에 7천여개의 상수도 소화용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시외곽 지역에서는 제대로 설비되어 있지 못하여 2025년 계획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화용수 설비 13,000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우리은행, 베트남 출범식 개최

(출처 : vnexpress.net)

- 11월 7일 하노이에서 우리은행이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우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100% 외국인 투자법인 형태로 활동을 시작하며, 2017년부터 신용카드 서비스 및 보험,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하였으며, 향후 3년 이내에
21개의 지점을 베트남 전 지역에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100% 외국인 투자법인 은행은 HSBC, 스탠다드차타트,
은행 등이 있다.

ANG, HONGLOENG BANK, 신한

▣ 11월 9일자 신문 요약
○ 외국인 관광객 증가 대비 관광객들의 지출 소비 줄어

(출처 : tuoitre.vn)

- 지난 8일 열린 관광관련 회의에서 한 해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베트남이 제공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품질이 매우 낮아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실질적인 금
액은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베트남에 단기간 숙박을 하여도 외국계 호텔에 투
숙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행 가이드 또한 외국인인 비중이 더 많다고 하였다.

○ 호찌민 중심부 땅값 스퀘어 당 50,000불 돌파

(출처 : vnexpress.net)

- 2016년 10월 말 호찌민에서 가장 비싼 거리인 10곳을 조사한 결과 Nguyen Hue 거리가
m2당 평균 11억동(약 50,000USD)으로 호찌민시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된 가격은 거리전체의 평균가격이며 거리의 중요 지역은 m2당 20억동(약
100,000USD)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이 거리는 시내중심부에 위치하며 인민청사와 벤탄시
장에 인접하여 호찌민시 관광명소이자 최고의 요지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러한 토지거래 증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11월 10일자 신문 요약
○ 일본 다단계 회사 인증서 철회
- 베트남 상공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출처 : tuoitre.vn)
최근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JAPAN LIFE

VIETNAM을 규정위반 혐의로 벌금 1억 4천여만동을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급된 투
자 인증서를 회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회사는 정부의 규정에 따른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작성한 다단계 판매 계약서의 형태도 규정에 벗어
났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 한진해운 파산 여파로 베트남 해운업계 피해 입어

(출처 : vnexpress.net)

- 베트남 해양국의 통계에 따르면 거대 국제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호찌민 항
구에만 총 4,122개의 컨테이너가 묶여 있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물류가 들
어있는 컨테이너가 50개이며 나머지 4,072개는 빈 컨테이너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한진
해운의 베트남 파트너 측은 미수금으로 11만 8천불이 남아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세계 7위 해운회사인 한진해운이 8월 31일 공식적으로 파산
하면서 세계적 물류대란이 일어났었다.

▣ 11월 11일자 신문 요약
○ 베트남에서 물산업 박람회 개최

(출처 : tuoitre.vn)

-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호찌민시 7군 푸미흥에 있는 SECC전시회장에서 호찌민시 수질환경
기술과 폐수처리에 대한 국제 물산업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일본, 대만, 한국, 중국, 유럽 등 총
38개국 400여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박람회를 통해 물산업 기술을 홍보하고 첨단 기술 개발과
물부족 해결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 밀수 상아 폐기처분

(출처 : tuoitre.vn)

- 베트남 공안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끼리 상아 약 2톤, 코뿔소 뿔 70Kg에 대한 불법 밀거래가
적발되어 압수 및 폐기처분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베트남은 최근 야생 동물의 주요 밀매 지
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상아 및 코뿔소 뿔 등 야생동물의 밀매 근절을 촉구하는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11월 중순에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불법
밀수에 대한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2. 주요 베트남 경제 관련 소식

▣ 베트남, 모바일 쇼핑 이용률 증가 추세

○ 닐슨의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은 지난 6개월 이내에 모바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비율이 46%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서 모바일 쇼핑 이용률은 4위를

차지했다고 발

표함.

○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국이 50%이고 뒤이어 인도(49%), 한국(47%) 순으로 나타남.

○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는 은행 계좌 조회 및 송금, 영화표, 항공권, 호텔 요금 결제 등으로 나타남.

○ 베트남 사람들의 모바일 이용 서비스로는, 은행 계좌 정보 조회(42%), 영화티켓, 항공권
및 호텔 요금 온라인 결제(35%), 청구서 온라인 결제(33%), 은행 송금(31%)로 나타남.
○ 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며, 계좌정보 조회 서비스 53%, 쇼핑 39%, 은행 송금 서비스 38%의 수치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함.
(출처 : dantri.com.vn)

3. 베트남 법률 관련 자료
▣ 통지서 6/2016/TT-BGTVT – 도로 표지판 등에 관한 국가 기술 기준에 신규 교통규정
적용

○ 1차선 도로에서 전방을 달리는 차량 추월 시 우측으로 추월 금지. 단, 편도 2차선 이상
의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추월 가능함.

○ 적재량 1.5 톤 미만, 정원 5 명 이하의 픽업 트럭은 승용차로 간주됨.

○ 기존의 도로 표지판에서 좌회전 금지 또는 우회전 금지의 경우 좌회전이나 우회전 외
에 U턴 금지의 의미도 있었으나, 신규 규정에서는 좌/우회전 금지 지점에서 U턴이 가
능함.

○ 황색 신호등일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 정지선이 없으면 신호등 앞에서 정지해야
함. 만약 정지선을 넘은 경우 신속히 횡단 교차로에서 이탈해야 함.

(출처 : baomoi.vn)

4. 베트남 환율
일 자

VND/1USD

VND/1,000원

원/1USD

2016년 11월 11일

22,361VND

19,047VND

1,167원

(참고 : Vietcom Bank Exchange Rate, KEB하나은행)

5. 베트남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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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of
Project

LED screens and facade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Ho Chi Minh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onstruction Management Unit
Planning Exhibition Center in Ho
Chi Minh City

Estimated Value of
Package

US$ 2.062.502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State budget
Invitation for bid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 Closing Time

Contract
Duration

State budget
December 31, 2016

12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Construction Management Unit Planning Exhibition Center in Ho Chi Minh City
Mr Nguyen Van Hiep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UI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 (08)35268823)

Email

H.P

N/A

Website

cityweb@tphcm.gov.vn
http://www.hochiminhcity.gov.vn/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Original brand-name drug procurement or equivalent treatment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Ho Chi Minh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115 People's Hospital

Estimated Value of
Package

US$ 13.601.893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Funding
Sources

Budget, Revenue sources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Contract
Duration

Inte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Budgets; revenue sources from the
service for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other lawful sources of
revenue
December 31, 2016

12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Mr Nguyễn Chí Lợi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UI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 08 38620011)

Email

H.P

N/A

Website

115 People's Hospital

http://www.benhvien115.com.vn/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and supply and installation of equipment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Phu Nhuan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Investment Management Board of
construction in Phu Nhuan District

Estimated Value of
Package

US$ 5.452.257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 Closing Time

City budget
Invitation for bid

Contract
Duration

City budget
December 31, 2016

36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Mr Phan Công Trường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UI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 08 3.8.422.960)

Email

H.P

N/A

Website

phunhuan@tphcm.gov.vn
http://www.phunhuan.hochiminhcit
y.gov.vn/

Investment Management Board of construction in Phu Nhuan District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Construction and equipment procurement projects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Ha Noi capital,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Hai Ba Trung District People's
Committee

Estimated Value of
Package

US$ 1.924.810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City Budget
Invitation for bid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 Closing Time

Contract
Duration

City Budget
December 31, 2016

36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Mr Nguyễn Văn Nam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UI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 (043)9780364)

Email

H.P

N/A

Website

Hai Ba Trung District People's Committee

- 끝 -

http://haibatrung.hanoi.gov.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