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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베트남 실질임금 상승률 5.1%, 세계 2위 예상

  ㅇ 베트남은 낮은 인플레율과 꾸준한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2020년 실질임금 

상승률 순 위가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보임. 

  ㅇ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 실 질임금 상승률은 올해 4%로, 내년에는 5.1%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명목상 급여인상율이 

상대적 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율보다 훨씬 앞설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ㅇ 한편 ECA International이 전세계 68개국, 307 개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8, 9월에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실질 소득 증가율은 

5.4%로, 아시아 국가들이 세 계랭킹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베트남 노동법 개정 정년연장, 공휴일 추가

  ㅇ 베트남 정부는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해 남 성과 여성의 정년을 각각 62세

와 60세로 늘 릴 예정임.

  ㅇ 2028년까지 남 성 정년은 60세에서 62세로, 2035년까지 여 성 정년은 55세

에서 60세로 점차 높아지며, 2021년부터는 남성 정년이 연 3개월씩, 여성 

정년은 연 4개월씩 늘어남.

  ㅇ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약 11.7%인데 2030년과 2050년에는 그 수치 가 

각각 12.9% 및 23%로 높아져, 정년을 늘리 지 않으면 베트남 연금제도가 

2037년경 파 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음

  ㅇ 베트남은 이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9 월 2일 독립기념일 공휴일을 기존 하

루에서 이틀(9월 1일 또는 3일 추가)로 연장하는 방 안을 추진하고 있음

□ 빈그룹 회장, 세계 테마파크 기업가 50인 명단에 올라

  ㅇ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Vingroup)의 팜 녁 브응 옹(Pham Nhat 

Vuong) 회장이 최근 세계 테마파크 기업가 50인명단에 올랐음.

  ㅇ 이와 관련, 테마파크 분야의 저명한 온라인 웹사이트 Bloobloop는,“부옹 

(Pham Nhat Vuong)은 부동산, 소매, 건강관리, 테마파크 등 다 방면에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거대그룹의 총수이자, 베트남 최초의 억만장자로, 

최근 남부 끼엔장(Kien Giang)성에 위치한 빈펄 랜드(Vinpearl Land) 놀이

공원 조성을 통해 세계 테마파크 산업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고 설명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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