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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베트남 개황
* 포스트 차이나, 떠오르는 동남아시아의 용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행정구역

중앙 직할시 (5개), 성 (58개)

면적

약 330,967KM2 (한반도 1.5배), 해안선 3,200KM,

기후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수도

하노이 (821만명, 2017년 기준)

인구

96,000,000명 추산 (2018년 기준)

중앙 직할시

하노이(780 만명), 호치민 1,000만명), 하이퐁(약 196.3만 명), 다낭(102.8
만 명) 및 껀터 (124.8만 명)

종교

불교(43.5%), 가톨릭(36.6%), 까오다이교(유교,불교,도교가 혼합된 종교 등)

화폐단위

베트남 동(Vietnamese Dong, VND)

1인당 국민소득

명목소득 2,740달러 / 구매력기준 8,066달러

기준환율

23,655 VND/USD (2020. 2. 1. Vietcom bank 기준)

시차

서울 대비 2시간 늦음 (G.M.T + 7)

외교 관계

185개국 수교 (200개국 무역, 약 80개국이 베트남 투자)

대 한국 수교

1992년 12월 22일

자료: KOTRA,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중앙 은행 (SBV)

하노이
하이퐁

다낭

호치민
껀터

I. 베트남 개황 – 하노이 & 호치민
* 베트남의 정치 & 경제 수도
⇰ 브룸버드 통신은 베트남은 2020년 까지 약 7% 경제 성장률유지
2030년 1인당 경제소득이 10,400달러로 4배이상 증가

⇰ 정치 & 문화 중심지 하노이 (베트남의 북경)
- 보수적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지출 선호
2017년 1분기 (

⇰ 경제 중심지 호치민 시

(베트남의 상하이)

- 개방적이며 합리적인 소비보다는 충동적인 소비 성향
- 하노이 대비 인프라 우수하며 섬유, 제조 등의 기업 경제 활발

호치민 시 (2019년 기준)

하노이 (2019년 기준)
면

적

3,345 KM2 (서울의 약 5.5배)

면

적

2,095 KM2 (서울의 약 3.5배)

인

구

약 8,215,000 명

인

구

약 10,000,000 명

1인당 GDP

약 5,500 달러

1인당 GDP

약 7,500 달러

행정지역

12개 군, 17개 외곽 지역

행정지역

19개 군, 5개 외곽 지역

특징

베트남의 정치 수도로서 각종 공공
기관 본사 위치

특징

한인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푸미흥 신 도심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중앙 은행 (SBV), WORLD BANK

I. 베트남 개황 및 경제 요약

► 혹독한 대내외 환경속에서도 상반기6.8%, 3분기까지7.0% 성장하며 선전
- 美中갈등 반사이익과 내수증가에 산업(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선전vs. 농업부문부진
- 그러나, 소득증가와 물가안정으로 인한 내수 서비스업호조가 상기 부진상쇄… 3분기성장률 9년래 최고치기록
► 최근 대외여건 개선속에 경기부양 노력, 경제구조 개혁 집중… 올해6.9% 성장예상
- 美中 갈등해소조짐, 잇단금리인하… 베트남으로의 外資유입 지속, 정책여력확보(정책금리인하), 금융시장안정
- 탄탄한 펀더멘탈, 여타국 대비 성장률전망 상향, 글로벌 경제협력 확대, 투자매력제고→
정부목표치 초과달성 예상

►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 국내부문의 善戰과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책의 콜라보 기대
-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과 美中 갈등완화에 따른 수출입반등, 정부지출, 투자, 소비증가가 여러 악재를 상쇄예상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중한 통화정책(미세조정)과 환율정책(동화가치소폭절하), 물가안정 관리에 집중
► 내년6.8%의 고성장지속 예상
-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부상,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글로벌무대에서 역할증대, 꾸준한 개혁추진
- 現 지도부임기 및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마지막해 맞이→ 성과 과시를 위한 6.8% 성장률 목표 달성 총력전
►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이후 탈 중국심리 증대로 대체투자지 베트남 상대적 혜택 및 투자증가 예상

자료: Shinhan Bank Vietnam

I. 베트남 개황 및 경제 요약

자료: Shinhan Bank Vietnam

I. 베트남 개황 및 경제 요약(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2018 년에 비해 HCMC가
21.6 % 증가한 2,009 $ / m2였습니다.
최고 가격은 52.9 % 상승한 5,569 $ /
m2였습니다.
2019 년에는 건설 승인 절차가 지연지면
서 정부의 새로운 개발 관리가 강화되어
새로운 프로젝트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기존 주택시장
에서도 적합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 지
기 시작
향후 몇 년 동안 도시가 주로 동쪽으로 확
장됨에 따라 1군, 빈탄군, 2군, 9군 지역이
각광을 받을것 으로 예상

I. 베트남 개황 및 경제 요약(부동산)

2019 년 정책이 강화되고 부동산 공급이 감소하더라도
2020 년에는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베트남으로 유입되어 2019년
보류 된 많은 프로젝트가 2020년에 재개 될 것입니다.

지난 3 년보다 2020 년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용 부동
산의 개발이 보다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
지난 몇 년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치민, 하노이 및 다낭은 여전히 방콕, 마닐
라, 쿠알라 룸푸르, 싱가포르 및 홍콩과 같은 곳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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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lord market

III. 오피스 현황(호치민)
2019 OFFICE Highlight
오피스 공급증가

A, B등급 오피스
여전한 강세

꾸준한 오피스 수요

재 임대 시장
수익률 상승

신규 공급 없음
M2당 25.0 $

9.0 %

자료: CBRE

6.0 %

2.5 %

III. 오피스 현황(호치민)
2019 OFFICE 임대료
CBD(시내중심부) 임대료 A급 : 45$ ~ 70$

B급 : 25$ ~ 35$

M2당 25.0 $

9.0 %

자료: CBRE

6.0 %

2.5 %

III. 오피스 현황(호치민)
2020년 이후 주요 오피스지역
DIST 1 (1군) DIST 3 (3군)
전통적 비즈니스 중심지
비즈니스 연계 모든 산업 집중
교통의 집결지
DIST BINH THANH (빈탄군)
신규 비즈니스 구역
상대적 저렴한 임대료
CBD 중심부와 인근지역
신규 공급 없음
M2당 25.0 $

THU THIEM (투티엠)
여의도 형태의 개발 예상지
사업추진 지연으로 다소의 시간소요
DIST 7 (7군)
저렴한 임대료
6.0 %한국 및 외국인 다수
2.5거주지역
%
CBD 접근에 다소 어려움

자료: CBRE

III. 오피스 현황(호치민)
2019 OFFICE 임대료 및 전망

신규 공급 없음

CBD 중심의 오피스 공간 부족으로 임대료 지속 상승

A등급 오피스 공실율 상승예상
(예상프로젝트 가 정상적으로 준공될 경우)

-

베트남 경제성장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지속 증가 및 베트남 신세대의 창업급증 등의 영향으로
6.0우려가
%
오피스 임대료 상승 및 공실률은 A등급의 경우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상승할
있음
외국투자자의 오피스 빌딩에 대한 투자의사로 오피스 빌딩의 호가는 큰 폭으로 상승중
오피스 사업에 대한 안정적 수익으로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
Co-working Space / Business Center / Serviced office 증가 추세

자료: C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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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home come true

III. 아파트 현황(호치민)
2019 APARTMENT Highlight

인허가 지연

점진적 미분양소진

신규분양가 상승

기준공 아파트
거래 증가

시 외곽 지역으로
주거시장 확대

신규 공급 없음
M2당 25.0 $

9.0 %

자료: CBRE

6.0 %

2.5 %

III. 아파트(2019 신규 분양현황)
총 판매 세대수 29,874세대
2019년 신규 분양 세대수 26,692세대 36개 프로젝트

력셔리

신규 공급

6개 1,605세대
▲ 30% (연 대비)

분양 가격

M2 당 6,308$
▲ 12% (연 대비)

판매 세대

1,270세대
▲ 21% (연 대비)

자료: CBRE

고급

중급

14개 6,755 세대

15개 17,852 세대

▼ 17% (연 대비)

M2당 2,549$
▲ 10% (연 대비)

6,910세대
▼ 23% (연 대비)

▲ 21% (연 대비)

M2당 1,442$
▲ 14% (연 대비)

20,014세대
▲ 29 % (연 대비)

서민형
1개 480세대
▼ 92% (연 대비)

M2당 898$
▲ 8% (연 대비)

1,265세대
▼ 72% (연 대비)

III. 아파트(2019 신규 분양 위치)

투자자사용

럭셔리 아파트
고급 아파트
중급 아파트
서민 아파트

자료: CBRE

III. 아파트 현황(호치민)
2020 아파트 전망
공급부족으로 시행사 수익증가

젊은 세대의 증가로 수요 증가

M2당 25.0 $

분양 인센티브 확대

자료: CBRE

2020년 공급현상 지속

III. 아파트 현황(호치민)
2020 아파트 분양가 전망

M2당 25.0 $

럭셔리

고급

[기준] 1 M2 당 가격 / USD 기준
자료: CBRE

중급

6.0 %
서민형

2.5 %

III. 아파트 – 호치민 메트로라인 (1호선 2020년말 준공 예정)

자료: HanViet Inves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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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 베트남 부동산 투자 이유
⊙ 매년 7%대의 높은 성장율로 주택에 대한 구매력 상승
⊙ FDI(해외 직접 투자) 꾸준히 유입으로 오피스 빌딩 수익극대화
⊙ 신 가처분 소득의 증가 및 빠른 중산층의 증가로 아파트 구매가능 수요층 큰 폭 증가
⊙ 메트로 1호선 2020년 개통에 따른 기대심리 확산
⊙ 유교문화에 따른 주택 소유욕 대비 40%대의 낮은 주택 보급률
⊙ 평균연령 30대 초반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실수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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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베트남 부동산 관련 Q&A
1. 부동산 구매 전

Q. 주택 법 개정으로 바뀐 점 ?
비거주 외국인 베트남 아파트 및 빌라 구매 가능
구분

대상 외국인

개정 전

-

개인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한 개인
베트남에 기여가 큰 자 (수상 특별 승인 필요)
석사학위 이상의 개인 (수상 특별 승인 필요)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업
- 베트남 내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대상 주택

- 아파트 (주거용)

수량

1채

등기

개정 후 (2015년 7월 1일 발효)

개인
-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자격이 되는 자
(비자등 필요없음 / 입국 스템프로 자격인정)
기업
- 기업, 대표사무소, 지점, 은행지점, 투자펀드 등
(직원 숙소로만 사용가능)

- 정부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은 상업용 주거 프로젝트 내의
아파트 혹은 빌라
(일반 주택 구매 불가하며 개발자를 통한 구매만 가능)
- 아파트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세대의 30%
- 빌라는 동 단위 지역에서 250 세대

주택 소유권 증명서 (Certificate of House Ownership) 발급

V. 베트남 부동산 관련 Q&A
1. 부동산 구매 전

Q. 한국과 베트남의 토지 소유권 제도 차이 ?
베트남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자가 인민(국가)
구분

한

국

베 트 남

소유 주체

개인 혹은 법인

인민 (국가) 소유

소유형태

소유권

사용권

소유권 매매

사용권 이전

영구

영구임대 (주거용 주택부지) 혹은
사용권 임대계약에 의거 25/50/70 년

매매, 임대, 상속, 담보 등

매매, 임대, 상속, 담보 등
(토지대금 납부 상황에 따라 다름)

전세 / 월세

월세

외국인 주택 소유 여부

가능

가능(주택 소유권 50년 인정, 추후 연장 가능)

외국인 주택 권리 행사

매매, 상속, 담보 가능

매매, 상속, 담보(소유권 증명서가 있을 경우) 가능

매매 시
소유 기간
권리
임대 방법

V. 베트남 부동산 관련 Q&A
1. 부동산 구매 전

Q.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절차 및 필요 서류 ?
한국에 위치한 주 거래 은행을 방문하시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진행
필요 서류

내

용

비

고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

취득 신고 시 은행에 제출하는 신고 서류

은행에서 제공

신고인 실명확인증표

신고자 신분 확인용

은행에서 제공

분양계약입증서류

매매 계약서 혹은 보증금 계약서 등 분양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행사에서 제공

거래상대방 실체 확인서류

분양업자 등 아파트 대금을 송금할 상대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양계약입증서류에 거래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가능

부동산 감정 평가서

분양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분양업체 혹은 시행사에서 제공

납세 증명서

조세체납 여부 확인

신고자 준비

주민등록등본

신고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

신고자 준비

* 시중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필요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V. 베트남 부동산 관련 Q&A
1. 부동산 구매 전
Q. 해외 부동산 취득 시 국내에 내는 세금 ?
별도 세금 없음 (단 취득 자금을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

Q. 임대 소득 및 양도소득세 발생 시 신고는 어디에 ?
- 베트남 세법에 따라 관련 세금 납부와 별도로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베트남 &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1994년 9월 9일 발효)에 의거하여 베트남에 납부
한 세금은 세액공제

Q. 국내 1주택 혹은 무주택자 ?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 관련 소득은 국내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 12조 제2호, [소득
세법 시행령]제8조의 2] )

V. 베트남 부동산 관련 Q&A
2. 부동산 구매 시
Q. 분양가 구성 ?
- 일반적으로 분양 원가 + 부가세 10% (토지 부가세 제외) + 수선충당금 2%

- 층, 방향, 조망에 따라서 동일한 프로젝트 내 동일한 크기의 아파트더라도 분양가 상이

Q. 한국과 전용 면적 차이 ?
한국처럼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이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전용 면적(실 면적)이 큼
실제 전용면적이 분양면적의 약 90% 수준으로 높음

Q. 베트남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
- 방향: 북, 동, 남 및 서향 순
- 조망: 강, 호수, 공원 및 시내 뷰 순
- 층: 낮은 층 선호 (10 ~ 25층 내외, 4 & 13층 비 선호)

Q. 주택 이행 보증?
시행사의 협력 베트남 은행이 프로젝트 도산 시 이행 보증 (Bank guarantee)

* 상기 내용은 아파트 프로젝트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V. 베트남 부동산 관련 Q&A
2. 부동산 구매 시
Q. 평균 관리비?
- 일반 아파트: M2당 0.5불 내외

- 고급 아파트: M2당 1불내외

Q. 내부 인테리어 수준 ?(시행사의 분양정책에 따라 상이)
- 노 옵션: 아파트 내부 바닥, 벽 및 천장이 콘크리트 상태로 노출
- 기본 옵션: 실내 바닥, 화장실 및 부엌 등 일부 제공
- 풀 옵션: 입주 후 바로 거주 가능하도록 화장실, 부엌, 거실, 바닥, 벽, 천장 완비

Q. 분양 절차?
- 개발사 혹은 분양 대행사를 통한 사전 예약 및 예치금 납부
- 대금 납부 정책에 따라 매매 계약서 서명 전 선금 납부 및 보증금 계약서 (Deposit Agreement) 서명
- 선금 납부 확인 후 본 계약서 서명
- 아파트 완공 전 까지 대금 납부 정책에 따라서 잔금 납부

- 아파트 인수 및 주택 소유권 증명서 수령 (대부분 개발사에서 소유권 증명서 관련 업무 대행)
* 상기 내용은 아파트 프로젝트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V. 베트남 부동산 관련 Q&A
3. 부동산 구매 후
Q. 베트남 부동산 소유 시 관련 세금?
세 금
등록세

내 용
주택 소유권 증명서 수령 시

토지 대장비

세 율
아파트 가격 * 0.5%
25,000 베트남 동 (약 1 불, 호치민 시만 적용)

임대 소득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양도 소득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 연 임대 소득이 1억 베트남 동 (약 4,500불) 이상 ~
1) 임대사업자세 연 100만 베트남 동 (약 46 불)
2) 연 임대 소득 * 5%
- 연 임대 소득이 1억 베트남 동 이하일 경우
1) 임대사업자세 연 100만 베트남 동
거래 가액 * 2%

Q. 임대 수익 송금 가능 ?
- 세금 신고를 마친 후 본국 송금 가능

Q. 주택 소유권 증명서 수령일 ?
- 행정전산화 미비 등으로 인해 한국 (통상 1 ~ 3개월)보다 늦은 약 1년 내외 정도 소요

* 상기 내용은 관련 베트남 법령 및 규정 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ANVIET INVEST
WE always stand with you. Today, Tomorrow, Together

부동산 중개 /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

THANK YOU
For more information regarding this presentation please contact:
T +84 28 3290 7941 M 093 797 0966 CHOI SEOKHWAN
Email: ceo@hanvietinvest.com
Kakao, Wechat ID: hanviet7777
한빛투자자문 : Park 7, Vinhomes Central Park, 720A Dien Bien Phu st, Binh Thanh Dist. Hochiminh City
www.hanvietinvest.com

www.bds1080.com

http://blog.naver.com/hvprope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