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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 태국기업 78억 달러 규모의 LNG 사업 관심 (원문보기) 
 

태국 Gulf Group은 베트남 Ninh Thuan성에 규모 약 78억 달러의 LNG터미널 및 Ca Na LNG화력발전단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희망함.  LNG화력발전단지의 총 발전용량은 6,000MW로 BOT 또는 다른 투자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임.   

○ 베트남 연간 10억 켤레 신발 수출 (원문보기) 

 2018년 베트남 신발 수출금액은 약 2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으며, 매년 연간 10억 

켤레의 신발을 수출하고 있음.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신발을 수출하고 있음.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가죽 및 신발 수요는 230억 켤레에 이르며, 신발은 주로 중국, 인동,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생산됨.  전문가들은 수출시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진입이 까다로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재료와 신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함. 

○ 베트남 쌀 수출 전망 ‘밝음’ (원문보기) 

 베트남 식품협회(VFA)에 따르면 베트남의 쌀 수출은 이라크,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많은 수요 덕분에 3월 

초부터 긍정적임.  이라크는 올해 12만톤, 말레이시아는 5만 5천톤의 베트남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함. 

필리핀, 중국의 수입업자들은 현재 협상 진행 중임.  베트남의 쌀 가격은 1톤 당 370달러, 360달러 

388달러인 인도, 파키스탄,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340달러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베트남 쌀 수출은 당분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투자를 환영하는 다낭 (원문보기) 

 올해 초 다낭시는 국내외 자본을 유치함.  항공기 부품의 세계적인 선두 제조업체 UAC는 동체 구성 요소 및 

엔진 요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1억 7천만 달러 투입함.  또한 지난 3월 초,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8억 

6천 9백만 달러 이상의 8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허가를 승인함.  더불어 2018년 투자 유치 촉진의 해로 

지정된 다낭은 올해 역시 국제기구, 외국계 기업 협회 및 투자자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첨단 농업, 

교육, 의료 및 정보 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예정임. 

○ 베트남 투자자들,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 꺼려 (원문보기) 

 베트남은 남부 고속도로 프로젝트 투자자를 2개월 이내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계획을 가짐.  중국의 

POGL(Pacific Ocean Group Ltd)와 같은 몇몇 외국 투자자들은 해당 프로젝트 관심을 표명함.  하지만 

투자자들의 자기자본이 프로젝트 규모의 20%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됨.  뿐만 아니라 Phuong Thanh 회장은 토지 정리가 언제나 프로젝트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언급함. 

지방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제때에 토지를 할당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계약자는 이에 

해당하는 많은 비용적 부담을 지님.  이로 인해 베트남은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음. 

○ 한국의 우아한형제들, 베트남 음식 배달 사업에 뛰어들다 (원문보기) 

 음식 배달 부문의 Grab, Now 등은 26억 달러 상당의 한국의 유니콘(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칭

함)인 우아한형제들과 경쟁하고 있음.  Euromonitor는 베트남이 2020년까지 3천 3백에서 3천 8백만 달러

의 가치를 지닌 인기 있는 시장이라고 함.  이러한 긍정적인 베트남 배달 시장 환경에서 한국의 배달 플랫폼

인 배달의 민족을 소유한 우아한형제들의 웹사이트 기반의 음식 주문 시장 선구자인 베트남 닷컴의 인수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자사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 기대함.  애널리스트들은 해당 기업이 식품 부문을 포

함하여 일상적인 용도 및 패션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 전망함.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 베트남 애완동물 사료시장은 어떨까? (원문보기) 

 현지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증가,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베트남의 애완동물 분양은 

향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한국산 제품의 경우 슈퍼마켓, 편의점 등 보편적인 

유통채널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온라인 주문을 통해 사료를 구입하고 있어 현지 유통이 

제한적인 상태 
 

KOTRA 하노이 무역관 일정안내 및 공지사항   

 ○ 2019년 상반기 국토교통 해외기술로드쇼(베트남 하노이) 개최 (사전등록 링크) 

 

 

- 일시 및 장소 : ’19.5.14(화) 13:30~18:00 / 하노이 대우호텔 컨벤션룸 (1층) 

국토교통분야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 해외기술로드쇼'를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 행사는 베트남 발주계획 소개와 한국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소개 및 자유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등록을 통해 행사 참석 가능. 

(주최∙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www.kaia.re.kr) 
  

 

수신을 희망하시는 분은 성함, 직함, 소속(회사명), 업종/업태, 베트남 투자진출 여부(O,X),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입하시어 kbchnletter@gmail.com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https://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220601/thai-energy-developer-eyes-us-7-8-billion-lng-scheme-in-vietnam.html
https://en.vietnamplus.vn/vietnam-exports-a-billion-pairs-of-shoes-each-year/148716.vnp
https://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220389/vietnam-sees-bright-prospects-for-rice-exports.html
https://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220256/da-nang-city-welcomes-new-investment-waves.html
https://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219887/vietnamese-investors-reluctant-to-pour-money-into-infrastructure-projects.html
https://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219867/south-korean-unicorn-joins-vietnam-s-food-delivery-scene.html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3890
https://goo.gl/forms/H8QaOVeKu3qBc6Tf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