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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베트남 타이어 시장 현황
ㅇ

’

17년 베트남의 타이어 생산량은 7,540만개로 전년 대비

8.6% 증가함(GSO, 2018)
- 베트남 이륜 교통수단의 높은 인기로 타이어시장의 78.2%가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가 차지하며 자동차 타이어가 나
머지 21.8%를 차지함
2016~2017년 베트남 타이어 생산량 (단위: 100만개)

자료: GSO, 2018

ㅇ ’17년 베트남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총 8,061만 달러의
3,410개 타이어를 수출함
- 미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타이어 수출 시장임(56.8%)
-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對베트남 타이어 수입이 증가함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1 -

- 베트남의 타이어 수출 품목 중 자동차용 타이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49.3%) 버스 및 대형트럭용 타이어(32.5%),
오토바이용 타이어(6.7%), 자전거용 타이어(6.3%)가 뒤를 이음
‘16~’17년 베트남 타이어 수출액

’17년 베트남 타이어 수출 품목

(단위: 100만 달러)

(단위: %)

자료: UN, 2018

ㅇ 베트남은 자국에서 생산을 못하는 타이어를 주로 수입함
- ’17년 베트남은 2.328억 달러의 3800만개 타이어를 수입함
-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타이어를 가장 많이 수입함(61.3%)
- 베트남의 주 수입 타이어 품목은 버스 및 대형트럭용 타이
어(59.9%)와 자동차용 타이어임(20.6%)
ㅇ ’17년 기준 베트남에는 43개의 타이어업체가 존재함(VRA,
2017)
- 베트남 타이어 시장을 선도하는 3대 현지 타이어업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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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Rubber Industry Company(CASUMINA 또는 CSM),
Danang

Rubber

Company(DRC),

Sao

Vang

Rubber

Company(SRC)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내수시장을 공략함
베트남 3대 타이어 제조업체
회사명

활동 지역

SRC社

베트남 북부지역

오토바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DRC社

베트남 중부지역

대형 트럭용 타이어, 비포장 도로용(OTR) 타이어

CMS社

베트남 남부지역

ㅇ

베트남에

주요 취급 품목

오토바이용에서 버스·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취급

진출한

해외

타이어업체로는

Bridgestone社,

Yokohoma社, Inoue社(일본), Kenda社, Chengshin社(대만),
Sailun社(중국)등이 있음
- 많은 해외 타이어업체들이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해옴
- Bridgestone社는 하이퐁(Hai Phong)에 연산 1800만개 수준의
타이어 제조공장 설립을 위해 12억 달러를 투자함
- 해외 타이어업체들은 베트남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거래구
조가 대부분임
- ’17년 상위 5개 타이어 수출사는 모두 외국기업인 Sailun社,
Kenda社, H.A Vina社, 금호타이어社, Chengshin社가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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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베트남 상위 타이어 수출사 (단위: %)

자료: Vibiz, 2018

ㅇ 타이어의 원부자재로 엘라스토머(천연고무, 합성고무) 보강
제(카본블랙, 실리카), 가소제(수지, 윤활유), 화학품(유황),
철강 강화제(와이어, 비드와이어), 섬유 강화제(레이온, 아라
미드, 나일론, 폴리에스테르)가 있음(미쉐린 타이어, 2018)
- 원부자재 중에서는 생산비의 50%를 차지하는 고무가 가장
중요한 소재이며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천연고무와 합성고
무의 혼합 비율이 달라짐
- 베트남은 전체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천연고무의 양을 자체적
으로 충족하지만 다른 원부자재들은 외국 공급업체에 의존함
ㅇ 일반적으로는 베트남의 타이어 수입관세는 10%에서 35%이
지만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에 의해 아세안 국가들로부
터 타이어를 수입할 때 무관세를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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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태국이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임
- 태국산 타이어는 베트남에서 무관세를 적용받으므로 베트남
타이어업체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임
ㅇ 베트남 타이어 산업은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으로 혜
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Decision No. 1168/QĐ-TTg, 2014)
- 동 결정서는 현지화 비율을 향상시키고(해외 원부자재 의존
도 낮추기) 타이어 산업을 포함한 각종 산업을 지원 및 개발
하는 것이 목표임

2. 향후 전망
ㅇ 베트남 타이어 시장은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1년까지
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Techsi Research, 2016)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수요 확대와 함께 풍부한 천연고무와
넓은 유통 네트워크가 베트남 타이어 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함
- ’17년 베트남 오토바이 판매량이 4.8% 증가한 330만 대를 기
록했으며(VAMM, 2018) 자동차 판매량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

13년부터 ’1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5.3%를 기록함(VAMA,

2018)
- 베트남은 천연고무 주요 생산국이며 ’17년에는 110만 톤을
생산함(VRA, 2017)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6 -

- 베트남 현지 타이어업체들은 100여개의 유통사와 자동차 부
품 판매점을 포함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춤
ㅇ 타이어시장의 방해요인으로는 높은 해외 원부자재의 의존도
와 타이어 생산 능력의 부족이 있음
- 베트남은 해외에서 합성고무나 카본블랙과 같은 원료를 조
달해야하므로 투입원가를 통제하기 어려움
- 해외 타이어업체들과 비교할 때 베트남 현지 업체들은 규모
가 작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지 못함
ㅇ 베트남의 래디얼 타이어(Radial tire)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바이어스 타이어(Bias tire)와 비교했을 때 래디얼 타이어는
구름 저항이 낮아 연비가 더 높으며 열 발생량이 적기 때문
에 타이어 교체율도 낮음
- 베트남의 래디얼 타이어 보급률은 50~60%이며 이는 미국의
90%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3. 한국기업의 시사점
ㅇ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대 타이어 생산국임
ㅇ 베트남에서는 금호타이어가 한국 타이어업체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음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5 -

- 금호타이어는 빈증(Binh Duong)에 위치한 타이어 제조공장
에 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동 공장의 연산 300만개 수준
에서 600만개 수준으로 타이어 생산력을 끌어올릴 계획임
- 베트남 금호타이어의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용 및 트럭용
타이어가 있음
- 베트남에 진출한 다른 주요 한국 타이어업체로는 흥아타이
어 비나, 코오롱 인더스트리, 용진비나가 있음
- ’13년에 설립 된 흥아타이어 비나는 베트남에서 자전거용 타
이어의 주요 수출사로 부상함
- 최근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빈증(Binh Duong)에 있는 타이어
코드 공장의 생산을 확대함
- 용진비나는 금호타이어의 협력업체로서 타이어 제조에 필요
한 첨가물을 공급함
ㅇ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타이어 원부자재 공급자 중 하나임
- ’17년 한국은 베트남에 1.674억 달러의 합성고무를 베트남에
수출함
ㅇ 베트남은 한국 타이어업체들에게 중요한 제조 기지임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타이어업체들은 베트남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모두를 공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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