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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신문 요약
▣ 11월 14일자 신문 요약
○ 오염쓰레기 바다에 매립

(출처 : tuoitre.vn)

- 베트남 건설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전 지역에서 하루 평균 약 38,000톤의 쓰
레기 수거량이 발생하여 각 지역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발
생하는 쓰레기 총량의 70%는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거나 불법으로 바다에 매립하는 등 환
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불법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호찌민시 도로침수 가능성 증가

(출처 : tuoitre.vn)

- 베트남 남부지역에 위치한 수로 관측소의 발표에 따르면 호찌민시를 지나고 있는 사이공
동나이 강의 수위가 최근 들어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홍수주의보가 발효되는 수위까지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호찌민시 침수예방센터는 호찌민시 몇몇 도로는 비가 오지 않아도
침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11월 15일자 신문 요약
○ 하노이 뉴시가지 13억동/m2

(출처 : vnexpress.net)

- 최근 부동산 조사기관은 하노이시 땅값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노이시의 구시가지인
Hanh Han, Hanh trong 거리가 약 13억동(약7만불)/m2으로 조사되어 하노이시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하노이시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거리 10곳을 조사한 결과
이 두거리가 기타 다른 거리의 2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떤손녓 공항 주차장 건설완공

(출처 : tuoitre.vn)

- 호찌민시에 위치한 떤손녓 공항에 지하1층 지상6층의 공항 전용 주차장의 건설이 완공
되었다. 새로이 건설된 주차장의 총 면적은 21,400m2이며 총 6,000여대의 오토바이와
1,700여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국
내선 공항과 연결되어 있어 더욱더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 11월 16일자 신문 요약
○ 하노이 총 5개 쇼핑몰 추가

(출처 : vnexpress.net)

- 최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하노이시에서 총 5개의 쇼핑몰이 건설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새로 건설될 5개의 쇼핑몰과 함께 2030년까지 약 100여개의 쇼핑몰
과 대형마트가 신설될 것이라고 하였다.

○ 세븐일레븐, 베트남 진출

(출처 : vnexpress.net)

- 일본최대의 편의점 브랜드인 세븐일레븐이 베트남에 진출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아
직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 베트남에 구인구직사이트에 채용공고가 올라오
면서 빠른 시일안에 오픈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자
료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본사는 호찌민 3군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관련 직원만 최대
5,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 11월 17일자 신문 요약
○ 하노이시 옥외광고간판 단속

(출처 : vnexpress.vn)

- 최근 하노이시에서 발생한 가라오케 화재로 인하여 13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하노
이시 전체의 옥외광고간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여 불법간판은 단속할 것이라고 하였
다. 건물외벽에 대형 광고판 설치로 인하여 창문을 막거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간
판들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옥외광고판의 전기설비와 누전, 화재 위험여부를 조사
하여 관련 소방당국과 협력 후 위험 또는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거할 것이라고 발표하
였다.

○ Bic C 마트, 5년이내 2배이상 확대

(출처 : tuoitre.vn)

- 태국의 센트럴 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이내에 베트남의 Big C 마트 점포갯수를
현재의 2배인 68개 점포로 늘릴 것이라고 하였다. 기존 점포 중 대형 쇼핑센터로 증축하
기 위하여 3,000만불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 11월 18일자 신문 요약
○ 하노이 변전설비 폭발

(출처 : vnexpress.vn)

- 하노이시 하동군 도로에서 지난 17일 오후, 도로가에 위치한 전기 변압 설비가 갑자기 폭발
한 후 불에 전소되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길가 노상카페에

있던 주민 5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바로 불길진화에 나서 화재피해는 막았으나 노
상에 있던 손님3명과 카페 주인2명이 피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중 한 명이 사망하
였고 세명은 중태라고 하였다.

○ 벤탄 지하철 착공식

(출처 : vnexpress. net)

- 11월 17일 오전 호찌민 지하철 1호선의 마지막 공사구역인 벤탄지역 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가졌다. 이 공사는 벤탄 지역 중심가와 호찌민 시 오페라 하우스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약 515m
의 지하철 구간을 건설하게 된다. 건설완료 계획 시점은 2020년까지이다.

2. 주요 베트남 경제 관련 소식

▣ 베트남 올해 10월까지 재정 적자 큰폭으로 늘어

○ 베트남 재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재정 적자액은 159조 5000억동(약 71억
4000만USD)으로 예상.

○ 세입액은 821조동(약 367억 7000만달러)으로 전년보다 6.9%증가.

○ 그 중 국내 기업 활동에 따른 세입 등은 13.3% 늘어난 663조동(약 296억 9000만달러)
임.

○ 국유 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세수는 19.6% 증가,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의 세수는
16% 증가.
○ 한편 석유, 석탄, 광물, 수력 발전 부문의 부진을 배경으로 국유 기업의 세수는 1.8% 감
소함. 수출입에 따른 세수는 3.3% 증가한 215조 7600억동(약96억 6000만달러)임
○ 주요 세출 항목은 사회 경제 개발, 국방 안보, 행정 관리 분야가 679조 9000억동(약
304억 5000만달러)으로 4.2% 증가, 채무 변제, 원조 분야가 130조 8400억동(약 58억
6000만달러)으로 2.8% 증가, 투자·개발 지출분야가 163조 2000억동(73억 1000만달러)
으로 19.1% 증가함.

(출처 : vneconomy.vn)

3. 베트남 법률 관련 자료
▣ 국회 결의서 62/2013/QH13– 수력 발전소 개발 계획안 검토 결과 발표
○ 베트남 상공부는 국회 결의서 62/2013/QH13에 따른 수력 발전소 개발 계획안 검토 결
과를 발표함.

○ 수력 발전소 개발 계획안 중 213 건(349MW)을 제외하고 471 건(2059MW)을 목록에서

제외함. .

○ 상공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력 발전소 중 가동중인 것은 306건(15,474MW),
건설중인 것은 193건(5663MW), 건설 검토중인 것은 245건(3006MW)로 파악됨.

○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였으나,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수력 발
전소의 건설안건은 상공부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함.
○ 또한 건설 실행중인 것에 대해서도 산림을 벌채한 면적만큼의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철회하거나 프로젝트를 정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함.

(출처 : tuoitre.vn)

4. 베트남 환율
일 자

VND/1USD

VND/1,000원

원/1USD

2016년 11월 18일

22,480VND

19,047VND

1,177원

(참고 : Vietcom Bank Exchange Rate, KEB하나은행)

5. 베트남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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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of
Project

Construction of the superstructure and complete architectural main blocks. Tender packages construction
Investment Commission Headquarters Ca Mau People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Ca Mau 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roject Management Board works
Construction of Ca Mau Province

Estimated Value of
Package

US$ 11.016.264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 Closing Time

State budget
Invitation for bid

Contract
Duration

State budget
March 31, 2016

63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Mr Trần Lĩnh Trang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UI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 0780-3817384)

Email

H.P

N/A

Website

bqldavhxhcm@gmail.com
http://bqldactxd.camau.gov.vn/

Project Management Board works Construction of Ca Mau Province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sync with laying underground wires and cables on Quang Trung and Ngo Van
So street - Hoan Kiem District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Ha Noi Capital,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onstruction management board
of public works Hoan Kiem

Estimated Value of
Package

US$ 2.226.196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Hoan Kiem budget
Invitation for bid

Contract
Duratio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 Closing Time

Hoan Kiem budget
March 31, 2016

24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Mr Nguyễn Tuyến Quang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UI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 (04) 38254283)

Email

H.P

N/A

Website

bqldaxdcb_soldtbxh@hanoi.gov.vn
http://www.hanoi.gov.vn/

Construction management board of public works Hoan Kiem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Home working Binh Thuan Province Department of Finance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Binh Thuan 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Binh Thuan Province Department
of Finance

Estimated Value of
Package

US$ 1.449.471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Method

Inte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Funding
Sources
Current Process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Bid Closing Time

Provincial Budget
Invitation for bid

Contract
Duration

Provincial Budget
December 31, 2016

33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Ms Nguyễn Văn Phong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UI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062.3828469)

Email

H.P

N/A

Website

stc@binhthuan.gov.vn
http://stc.binhthuan.gov.vn/

Binh Thuan Province Department of Finance

Introduction
Name of
Project

Car shopping exclusively used for market management force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Ha Noi Capital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Market Management Department

Estimated Value of
Package

US$1.89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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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Name of Personnel

Market Management Department
Ms Trịnh Văn Ngọc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UIU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04-38255868)

Email

H.P

N/A

Website

qltt@moit.gov.vn
http://www.qltt.gov.vn/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