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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가구산업 현황
□ 베트남 가구산업 시장규모 및 수출입규모
ㅇ '18년 베트남 가구 시장규모는 8억 3,700만 달러에 달함
(EVBN, 2016)
- '18년 가구 생산지수는 '17년 대비 13.7% 증가함(베트남통계청, 2019)
ㅇ '18년 베트남의 가구 수출액은 62억 달러를 기록함(Trade
Map, 2019)
- 베트남 가구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으며 그 외 주요 수출
국으로는 유럽, 일본 등이 있음
ㅇ '18년 베트남의 가구 수입액은 2억 7,940만 달러에 달했으며
주요 가구 수입국으로는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이 있음
’14-’18년 베트남 가구 수출입규모(단위: 백만달러)

자료: Trade Map, 2019. HS code: 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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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가구산업 주요기업
ㅇ 베트남 내 주요 가구제조기업은 Hoa Phat社, Xuan Hoa社,
AKA Furniture Group社, JYSK社, BAYA社(UMA社) 등이 있으
며 IKEA社는 베트남 내 첫 매장 개점을 계획 중임
ㅇ (Hoa Phat社) 1995년 설립된 베트남 가구산업 내 선도 기업이
며 베트남 주요 철강업체 Hoa Phat Group社의 자회사임
- Hoa Phat社는 Hung Yen성(省)에 생상공장을 운영 중이며 베
트남 내 300개 이상의 매장을 통해 63개의 성에 제품을 유통
하고 있음
- 주요 제품으로는 사무용 가구, 거실용 가구, 다이닝룸용 가구,
침실용 가구, 의료용 가구 등이 있음
- Hoa Phat社는 일본,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중동 등으로
가구를 수출함
ㅇ (Xuan Hoa社) 1980년 설립된 베트남 가구제조기업으로 118개
의 매장을 통해 가구를 유통하고 있으며 Vinh Phuc성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제품으로는 사무용 가구, 교육용 가구, 의료용 가구 등임
- Xuan Hoa社는 스웨덴계 기업 IKEA社, 프랑스계 기업 Habitat
社, 일본계 기업 Sankin社 등 글로벌 가구제조기업들의 협력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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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KA Furniture Group社) 1999년 설립된 베트남 가구제조기업
으로 유명 가구브랜드 Nha Xinh을 운영 중임
- Nha Xinh의 주요제품으로는 거실용 가구, 다이닝룸용 가구,
침실용 가구, 사무용 가구 등이 있으며 Nha Xinh의 제품은
대부분 Long An성에서 생산됨
- AKA Furniture Group社는 베트남 내 30개의 매장을 통해
Nha Xinh외에도 BoConcept, Calligaris, Lago, Minotti, Baxter,
Ligne Roset 등 다수의 외국계 가구 브랜드 제품을 베트남에
서 유통함
ㅇ (BAYA社) 스웨덴과 베트남의 합작투자로 '06년에 설립되었음
- 설립 당시 이름은 UMA社였으나 '19년 6월 BAYA社로 회사명
을 변경함
- 베트남 내 BAYA社의 매장은 총 14개이며 하노이와 호치민에
각 7개의 매장을 운영 중임
- 주요 제품으로는 거실용 가구, 다이닝룸용 가구, 침실용 가구,
침대 매트리스, 홈 데코레이션 소품 등이 있음
- BAYA社의 가구는 스웨덴식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
해 베트남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음
ㅇ (JYSK社) 덴마크계 가구 제조회사로 '15년 베트남 가구기업
Neat Clean社에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의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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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내 가구매장 운영을 승인함
- JYSK社는 베트남 내 17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주요 제품으
로는 거실용 가구, 다이닝룸용 가구, 침실용 가구, 화장실용
가구, 복도용 가구 등이 있음
- JYSK社의 가구는 북유럽식 스타일과 간소화된 디자인으로 알
려져 있음
ㅇ (IKEA社) 베트남 진출을 계획 중인 세계 최고 가구회사
- IKEA社는 하노이 내 가구 유통센터와 창고 설립에 4억 5,000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Nhip Cau Dau Tu, 2019)
베트남 내 주요 가구기업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기업명
Hoa Phat社
Xuan Hoa社
AKA Furniture Group社
JYSK社
BAYA社 (UMA社)
Hoan My Furniture社
Jang In Furniture社
Simple Home社
Kims Full House社
Pho Xinh社
Home Furni社
자료: 각 기업별 공식홈페이지.

매장 수
~ 300
118
30
17
14
8
7
7
6
4
4

국적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덴마크
베트남, 스웨덴
베트남
한국
베트남
한국
베트남
베트남

* Hoa Phat社의 매장 수는 ‘17년 기준이며 그 외 모든 기업의 매장 수는 ‘19년 6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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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가구산업 내 소비 트렌드
ㅇ 평균 임금 인상에 따라 베트남 내 고가, 고품질의 프리미엄
가구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음
- 외국산 제품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지하는 베트남 소비자의
성향으로 인해 베트남 내 수입산 가구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음

□ 베트남 가구산업 내 유통채널
ㅇ 베트남 내 가구 유통채널은 크게 B2C와 B2B로 나누어짐
- B2C는 가구제조기업이 매장을 통해 개별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
- B2B는 가구제조기업이 인테리어 디자인 및 가구 설치를 담당
하는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사무실,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에
가구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외국기업의 베트남 가구산업 진출 형태
ㅇ 외국계 가구기업은 100% 외국소유기업, 합작투자기업, 대표사
무소, 프랜차이즈 등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 할 수 있음
ㅇ (100% 외국소유기업)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보편적
인 베트남 진출 형태임
- '18년까지 베트남 내 한국기업의 전체 투자규모 중 9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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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외국소유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
- 100% 외국소유기업의 사업운영관련 결정권은 외국기업이 전
부 보유함
ㅇ (합작투자기업) 1개 이상의 외국기업과 1개 이상의 베트남 자
국기업 간의 합작투자로 기업을 설립하는 진출 형태
- 합작투자기업 형태를 통해 외국기업은 자국기업의 현지 정보
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음
ㅇ (대표사무소) 외국기업의 초기단계 베트남 진출 형태임
- 대표사무소는 연락사무소 역할 수행, 현지시장 조사, 모회사
의 비즈니스 기회 촉진 등의 기능을 담당함
- 한편, 대표사무소는 현지에서 직접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ㅇ (프랜차이즈) 외국계 가맹점 영업권 제공 회사가 현지국 내
가맹점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
권을 제공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하는 형태(Investopedia)
- 외국계 가맹점 영업권 제공 회사는 베트남 내 법인을 설립하
지 않고 수입, 제조, 영업, 고객 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업 운
영을 현지국 가맹점에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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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가구산업 전망
ㅇ '20년까지 베트남 가구 산업규모는 연평균 9.6%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됨(EVBN, 2016)
ㅇ 베트남 가구 산업 성장요인으로는 급격한 경제 성장, 저임금
노동력, FTA 등이 있음
-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구 소비량을 포함한 전체 소비
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상했지만 베트남의
인건비는 여전히 중국의 절반에 그침
- 동시에, FTA 확대는 베트남산 가구의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국가 등
다수의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함
- 또한, '19년 1월 발효된 CPTPP는 캐나다, 멕시코 등 CPTPP
체결국대상 베트남산 제품의 수출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됨
- '19년 6월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베트남과 EVFTA(EU-Vietnam
FTA)를 체결함(European Council, 2019)
- EVFTA가 발효되기 전에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하며 '19년 말에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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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트남 가구산업의 방해요인으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수입산
가구의 우세 등이 있음
- '19년 1분기 호치민 내 아파트의 흡수율(absorption rate, 특정
기간 공급된 아파트가 판매된 정도)은 '18년 1분기 대비 52%
하락함(Savills, 2019)
-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
망됨
- 베트남은 가구 주요수출국에 해당하지만 디자인과 가격 측면
에서 수입산 가구가 베트남 기업의 가구보다 우위를 선점하
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탈리아산 및 독일산 가구는 베트남 프리미엄 가구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저가 가구 시장의 경우 중국산, 말레이시
아산, 태국산 가구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3. 한국기업의 시사점
ㅇ '18년 한국의 對베트남 가구 수입규모는 1억 4,420만 달러에
달함(한국무역협회, 2019)
- 한-베 FTA의 영향으로 '14년부터 '18년까지 한국의 對베트남
가구 수입 규모는 연평균 10.7% 증가함
ㅇ '18년 한국산 가구의 對베트남 수출규모는 760만 달러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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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부터 한국산 가구의 對베트남 수출규모는 전체적으로 감
소하는 추세를 보임
'14년-'18년 한국의 對베트남 가구 수출입규모(단위: 백만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9. HS code: 9403

ㅇ '19년 6월 기준, 베트남 내 한국계 가구기업은 총 37개가 있
음(KOCHAM, 2019)
ㅇ 베트남 내 주요 한국계 가구기업으로는 장인가구와 킴스풀하
우스 등이 있음
- '06년 설립된 장인가구는 베트남 내 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장인가구 공장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는
400명에 달함
- 장인가구의 주요 상품으로는 거실용 가구, 다이닝룸용 가구,
침실용 가구, 사무용 가구 등이 있음
- '06년 베트남으로 진출한 킴스풀하우스는 베트남 내 6개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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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운영 중임
ㅇ 베트남 내 한국산 가구는 대체적으로 프리미엄 가구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음
- 한편, 베트남 소비자는 한국산 프리미엄 가구보다 이탈리아산
및 독일산 프리미엄 가구를 선호함
- '19년 내 EVFTA가 발효됨에 따라 對베트남 EU 가구 수출량
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기업이 속한 프리미엄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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