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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섬유·의류산업 현황
ㅇ '18년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규모는 '17년 대비 16.3% 증
가한 363억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섬유의류협회, 2019)
-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 품목은 대부분 의류(287억 달러)이
며, 사(Yarn, 40억 달러), 직물(18억 달러), 섬유·의류 원자재
(12억 달러), 부직포(5억 3,000만 달러)가 그 뒤를 이음
'17-'18년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규모 (단위: 십억달러)

자료: 베트남섬유의류협회, 2019

ㅇ '18년 미국은 베트남산 섬유·의류 품목의 1위 수출대상국 지
위를 유지했으며(137억 달러), EU(41억 달러), 일본(38억 달
러), 한국(33억 달러)이 그 뒤를 이음
ㅇ '18년 외국계기업들이 베트남의 전체 수출액 중 61%를 차지
했으며 베트남 현지기업들은 39% 차지함 (베트남섬유의류협
회, 2019)
ㅇ '18년 May Tinh Loi가 수출규모 6억 3,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베트남의 최대 섬유·의류 수출기업으로 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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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May Viet Tien 5억 8,300만 달러, Gain Lucky 3억
3,900만 달러, Worldon 3억 3,000만 달러, Regina Miracle
International 3억 2,900만 달러 순
- May Tinh Loi와 May Viet Tien는 현지기업이며 Gain Lucky,
Worldon, Regina Miracle International는 외국계 기업임

'18년 베트남 내 주요 섬유·의류 기업별 수출규모 (단위: 백만달러)

자료: 베트남섬유의류협회, 2019

ㅇ 베트남의 섬유·의류 원자재 품목 수입의존도는 높은 수준임
- 베트남섬유의류협회에 따르면 '18년 베트남의 섬유·의류 원
자재 품목별 수입규모는 직물 128억 달러, 면 30억 달러, 사
(Yarn) 24억 달러, 기타 원자재 37억 달러에 달함
ㅇ 최근 베트남의 CPTPP와 EVFTA를 체결은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CPTPP) '19년 1월 베트남에서 CPTPP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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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가입국인 캐나다는 3년 후 베트남産 섬유·의류에 대
한 모든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므로 對캐나다 섬유·의류 수
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EVFTA) '19년 6월 EU와 베트남은 EVFTA를 체결했으며 유
럽의회의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음
- EU는 EVFTA 발효 즉시 베트남산 섬유·의류 품목 중 42.5%
에 무관세 적용 예정이며, 나머지 수입관세는 3-7년 내 단
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ㅇ '18년 베트남 국내 섬유·의류 시장규모는 '17년 대비 10.3%
증가한

25억

8,000만

달러에

달함

(VND/

USD=23,310)

(Euromonitor, 2019)
- 베트남 내 주요 의류브랜드로는 Viet Tien, Ninomaxx, Blue
Exchange, Zara, H&M, GAP, Mango, Pierre Cardin 등이 있음
'17-'18년 베트남 국내 섬유·의류 시장규모 (단위: 십억달러)

자료: Euromonitor, 2019

ㅇ '19년 7월 태국계 대형 유통기업 Big C는 판매 상품군 재조정
을 위해 베트남 의류벤더들로부터 의류 구매를 중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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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발표함 (Thanh Nien News, 2019)
- Big C에 납품 중이던 약 100여 곳의 현지 의류벤더들은 갑작
스러운 구매 중단 발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베트남 소
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섬
- 또한 베트남산업무역부가 Big C 및 베트남섬유의류협회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함 (Zing News, 2019)
- 여론이 악화되자 '19년 8월 Big C는 베트남 의류벤더들로부터
의류 구매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함

2. 향후 전망
ㅇ 베트남섬유의류협회는 '19년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19년 상반기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규모는 '18년 상반기 대
비 9.6% 증가한 174억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관세청, 2019)
ㅇ 베트남의 젊고 풍부한 노동력, 글로벌 섬유·의류 시장의 성
장세,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은 베트남 섬
유·의류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인임
- (젊고 풍부한 노동력) '17년 기준 베트남 총인구 9,550만 명
중 35세 미만 인구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베트남은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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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패션 시장의 성장세) '19년 글로벌 섬유·의류 시장은
'18년 대비 5.1% 성장한 1조 8,4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Statista, 2019)
- (미·중 무역전쟁 반사이익) 미국의 높은 對중 관세로 인해
중국산 의류 및 원단의 미국 내 가격이 상승함
- 이에 따라 미국의 對중국 섬유·의류 수입규모가 감소한 반
면 對베트남 수입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
속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무역전쟁이 고조됨에 따라서 중국 내 FDI의 베트남 유
입이 가속화 되어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FDI가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베트남 내 최저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에 따른 구인 경쟁 심
화, 섬유·의류 원자재 부족, 베트남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
상국으로 지정될 우려 등 요인은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방
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최저임금 인상) '19년 베트남 내 평균 지역별 최저임금은 '18
년 대비 5.3% 증가함 (VNExpress, 2018)
- 인건비가 섬유·의류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베트남의 섬유·의류 생산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임
- (구인 경쟁 심화) 다수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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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GAP, 월마트, 자라, H&M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대만계 주요
의류기업 Makalot Industrial는 향후 베트남 내 구인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베트남 투자 확대 계획을 연기하
기로 결정함
- (원자재 부족) 베트남 내 섬유·의류 원재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됨
- CPTPP의 원산지규정은 수입대상 의류 제작에 사용된 사
(Yarn)와 직물 등 원재료의 원산지국가가 CPTPP 가입국일
것을 요구함
- 베트남은 주로 CPTPP 미가입국인 중국이나 대만에서 의류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처를 변경하지 않을 경
우 베트남산 의류 수출 시 CPTPP의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적자가 지속적
으로 확대됨에 따라 베트남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
국으로 지정될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19년 상반기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적자 규모는 '18년 상반기
대비 39% 증가한 253억 달러에 달함 (미국통계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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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년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적자 규모 (단위: 십억달러)

자료: 미국통계국, 2019

-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트럼
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뉴스와의 인터뷰에서가장 나쁜 착취
자(The single worst abuser)'로 베트남을 거론하며 제재 조치
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함 (Bloomberg, 2019)
- 이로 인해 베트남이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할 것 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경제연구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수석 경제학사
Sian Fenner는 미국이 베트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위험
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언급함 (Bloomberg, 2019)
-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되면 섬유·의류 생산공장의 베트남 이
전 행렬은 중단될 것으로 보임
- 나이키에 스포츠웨어를 공급하는 대만계 대형 의류회사인
Eclat Textile는 미국의 對베트남 관세 부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

내

생산시설

(Bloomber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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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을

중단했음

3. 한국기업의 시사점
ㅇ 한국은 베트남 섬유·의류 분야 최대 투자국임
- '18년까지 한국의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총 48억 달러에 달함 (베트남섬유의류협회, 2019)
ㅇ '18년 기준 베트남 내 주요 한국계 섬유·의류 기업으로는 팬
코, 노브랜드, 하이비나(현진스포텍), 한세실업, 아인스 비나
(세아상역), 영원무역, 한솔섬유 등이 있음
'18년 베트남 내 주요 한국계 섬유·의류 기업의 수출규모 (단위: 백만달러)

자료: 베트남섬유의류협회, 2019

ㅇ 베트남의 對한국 섬유·의류 수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음
- '18년 베트남의 對한국 섬유·의류 수출규모는 '17년 대비
24.9% 증가한 33억 달러에 달함 (베트남관세청, 2019)
- '19년 8월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섬유·의류 2위 수입대상국
이며 1위 수입대상국은 중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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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18년 한국의 對베트남 편직물 수출규모는 '17년 대비
5.9%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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