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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들여다보기

베트남 투자뉴스

KOTRA 호치민 무역관 일정

베트남 '뷰티 스파' 인터뷰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베트남 피부관리 시설에 스킨케어 제품 유통을 계획하는 한국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지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피부관리 스파 3곳에 인터뷰를 요청하고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전문 읽기

2019 베트남 부동산 시장 전망
 #M&A  #공유오피스  #상가부동산

전문 읽기

베트남 책장을 늘리다
 #베트남  #출판물 유통은  #어떻게?

전문 읽기

[포토뉴스] 세금·통상 여파 세미나
 #CPTPP  #FTA  #아세안

전문 읽기

베트남, 전기 소매가 8.36% 인상 (클릭 시 원문 페이지 이동)

3월 20일부, 베트남의 전기 소매가가 평균 8.36% 가량 인상 됐음. 부가세를 제외하면,
kWh 당 1,720동(7.49센트)에서 1,864동(8.03센트)으로 인상된 셈임. 가정용 전기료는
(각 사용 목적에 따라) kWh 당 1,678 ~ 2,927동으로 증가함. 기업 및 공단의 전기 사용료
는 각 유형에 따라, 피크 시간 동안 3,076/kWh 또는 970동/kWh으로 계산됨.

호찌민시, 2019년에는 주요 교차로 건설에 집중할 계획

호찌민시 교통부서는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2019년 특히 교차로 건설 완공에 집중할 계
획이라고 밝혔음. 이와 관련한 현지 정부 승인 프로젝트들은 12군 An Suong 교차로 2차
공사, 2군 My Thuy 교차로 2차 공사, 7군 Kenh Te 다리, 8군 Binh Tien 다리 및 도로 프로
젝트 등임. 참고로, 최근 7군 Nugyen Van Linh-Nguyen Huu Tho 공사는 진행 속도가 늦
어, 투자사가 IPC에서 호찌민시 도로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로 변경됨.

베트남 스마트폰 VSMART, 스페인 진출

Vingroup 산하 전자제품 제조사 VinSmart의 스마트폰 Vsmart가 21일부 스페인에서 판
매되기 시작했음. Vsmart는 유럽의 유명 전자제품 유통채널 Media Markt에서 판매 중
임. 현재 스페인에서 판매되는 Vsmart의 스마트폰은 총 4개 모델임. VinSmart는 유럽 품
질 및 안전 규격에 부합하는 스마트TV, 스마트홈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상품 라인
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음.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73919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3812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0879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6/globalBbsDataView.do?setIdx=261&dataIdx=173835
https://vietnamnews.vn/economy/507496/electricity-prices-rise-836-to-cover-production-cost.html#wbYggfFYal7Qafsw.97
https://english.thesaigontimes.vn/66983/hcmc-to-prioritize-investment-in-high-traffic-intersections-this-year.html
http://www.vneconomictimes.com/article/business/vsmart-smartphones-distributed-in-spain


입찰정보 자세히 보기

Project of Procurement of Payment Hub System a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 Foreign
Trade of Vietnam

Installation of Second Transformer at 220kV Ham Tan

Vietsovpetro’s Procurement Plan 2019 for Block 09/3-12

Hue Tourism Market, Thua Thien Hue Province 외 1건

베트남 경제지표  (USD 백만 / 증감률%) 자세히 보기

FDI (1988.1.1. ~ 2019.2.20. 누계)

  한  국   63,705 (7,592건)
  일  본   56,723 (4,065건)
  싱가포르  48,406 (2,190건)

한국-베트남 교역 동향(2019. 1.)

    수  출    4,027 (-5.9)
    수  입    1,965 (+11.8)
    무역수지   2,062

호치민 무역관 서비스 안내

한-베 FTA 지원 센터
 한국-베트남 FTA 문의,
 애로사항 지원(관세사 배치)

해외지식재산 센터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지원

K-Move 센터 
 베트남 내 한국인 구인•구직

지원, 분기별 채용박람회

[서울] 2019 글로벌일자리대전 참가기업 모집 (3월 26일까지)

  ㅇ 일시 : 2019년 5월 31일 (금) ~ 6월 1일 (토)
   ㅇ 장소 : 한국 서울 코엑스(COEX) D홀

   ㅇ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 / 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세한 내용은 안내(클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치민] 호치민 세무국 기업 간담회 개최 안내 (3월 27일)

  ㅇ 일시 : 2019년 3월 27일 (수) 08:00~11:30
   ㅇ 장소 : 호치민 1군 그랜드 호텔 4층 컨퍼런스홀 (8 Dong Khoi, HCMC)

     * 본 간담회는 베트남어로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안내(클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치민] 2019년 K-MOVE 채용상담회 개최 (3월 22일)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3월 22일 2019년 베트남 호치민 K-Move 채용상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출입현황 (2019. 1. ~ 2.)

               수  출    36,676
               수  입    36,760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4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39&LEFT_MENU_CD=37738&MENU_CD=37738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4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39&LEFT_MENU_CD=37739&MENU_CD=37739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04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39&LEFT_MENU_CD=37739&MENU_CD=37739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17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40&LEFT_MENU_CD=35176&MENU_CD=35176
https://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17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40&LEFT_MENU_CD=35176&MENU_CD=35176
http://www.kipra.or.kr/business/weak4.php
http://www.kipra.or.kr/business/weak4.php
http://cafe.naver.com/kotrahochiminh
http://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100M.html?RowCountPerPage=10&SEARCH_TRADE_CD=&SEARCH_TYPE=&SEARCH_VALUE=&USER_ID=&USER_NM_ENG=&USER_NM_KOR=&USER_DEPT_CD=&USER_USER_TYPE=&TOP_MENU_CD=33340&LEFT_MENU_CD=35174&PARENT_MENU_CD=&MENU_CD=35174&SITE_CD=01005&SITE_SE_CD=1039122&AREA_CD=&NATION_CD=&TRADE_CD=&BBS_GUBUN=&BBS_ID=&ARTICLE_ID=3018884&Page=1
http://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100M.html?RowCountPerPage=10&SEARCH_TRADE_CD=&SEARCH_TYPE=&SEARCH_VALUE=&USER_ID=&USER_NM_ENG=&USER_NM_KOR=&USER_DEPT_CD=&USER_USER_TYPE=&TOP_MENU_CD=33340&LEFT_MENU_CD=35174&PARENT_MENU_CD=&MENU_CD=35174&SITE_CD=01005&SITE_SE_CD=1039122&AREA_CD=&NATION_CD=&TRADE_CD=&BBS_GUBUN=&BBS_ID=&ARTICLE_ID=3018884&Page=1
http://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100M.html?RowCountPerPage=10&SEARCH_TRADE_CD=&SEARCH_TYPE=&SEARCH_VALUE=&USER_ID=&USER_NM_ENG=&USER_NM_KOR=&USER_DEPT_CD=&USER_USER_TYPE=&TOP_MENU_CD=33340&LEFT_MENU_CD=35174&PARENT_MENU_CD=&MENU_CD=35174&SITE_CD=01005&SITE_SE_CD=1039122&AREA_CD=&NATION_CD=&TRADE_CD=&BBS_GUBUN=&BBS_ID=&ARTICLE_ID=3018884&Page=1
http://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10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40&LEFT_MENU_CD=35174&MENU_CD=35174&ARTICLE_ID=3018914
http://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100M.html?RowCountPerPage=10&SEARCH_TRADE_CD=&SEARCH_TYPE=&SEARCH_VALUE=&USER_ID=&USER_NM_ENG=&USER_NM_KOR=&USER_DEPT_CD=&USER_USER_TYPE=&TOP_MENU_CD=33340&LEFT_MENU_CD=35174&PARENT_MENU_CD=&MENU_CD=35174&SITE_CD=01005&SITE_SE_CD=1039122&AREA_CD=&NATION_CD=&TRADE_CD=&BBS_GUBUN=&BBS_ID=&ARTICLE_ID=3018884&Page=1
http://www.kotra.or.kr/KBC/hochiminh/KTMIUI100M.html?SITE_CD=01005&SITE_SE_CD=1039122&TOP_MENU_CD=33340&LEFT_MENU_CD=35174&MENU_CD=35174&ARTICLE_ID=3018914
http://www.kotra.or.kr/kbc/KTMIUI100M.html?RowCountPerPage=10&SEARCH_TRADE_CD=&SEARCH_TYPE=&SEARCH_VALUE=&USER_ID=&USER_NM_ENG=&USER_NM_KOR=&USER_DEPT_CD=&USER_USER_TYPE=&TOP_MENU_CD=33340&LEFT_MENU_CD=35174&PARENT_MENU_CD=&MENU_CD=35174&SITE_CD=01005&SITE_SE_CD=1039122&AREA_CD=&NATION_CD=&TRADE_CD=&BBS_GUBUN=&BBS_ID=&ARTICLE_ID=3018928&Page=1


한투기업 지원센터
법인설립부터 현지 경영

 문제 등 자문(변호사 배치)

해외시장조사
  - 바이어 발굴 및 정보 확인

   - 맞춤형 시장조사

베트남 통역원 및 호텔 정보
 (자세한 내용은 클릭)

  

(84-28) 3822 - 3944 sgn_ktc@kotra.or.kr

708B Diamond Plaza, 34 Le Duan Street, District 1, HCMC,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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