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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맥주산업 현황
□ 베트남의 맥주 소비량
ㅇ '18년 베트남의 맥주 총 소비량은 '17년 대비 6.4% 증가한 41
억 4,000만 리터에 달함 (Euromonitor, 2019)
- 맥주소비량 기준,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맥주소비가
많은 국가

'17-'18년 베트남의 맥주 총 소비량 (단위: 십억리터)

자료: Euromonitor, 2019

□ 시장세분화
ㅇ 베트남 맥주 시장은 프리미엄맥주, 중가맥주, 저가맥주로 세
분화됨
- 프리미엄맥주의 가격대는 리터당 1.51달러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음 (VND/USD=2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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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가맥주의 가격대는 리터당 0.90-1.51달러에 형성되어 있으
며 저가맥주의 가격대는 리터당 0.69-0.90달러에 형성되어 있
음 (VND/USD=23,265)
- 소비량 기준 '18년 베트남 맥주시장 내 중가맥주의 비중이 63%
로 가장 높았으며 저가맥주 28%, 프리미엄맥주 9% 차지함

’18년 베트남 맥주 세분시장별 비중 (단위:%)

자료: Euromonitor, 2019

□ 베트남 맥주시장 내 주요기업
ㅇ '18년 베트남 맥주시장은 Sabeco가 43.4%의 압도적인 시장점
유율로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Heineken 22.7%, Habeco
13.8%, Carlesberg 7.4% 순
- 그 외 베트남 맥주시장 내 주요기업으로는 Sapporo, San
Miguel, AB InBev, Masan Brewery 등이 있음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2 -

’18년 베트남 맥주 기업별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 Euromonitor, 2019

ㅇ (Sabeco) '18년 Sabeco의 맥주판매량은 17억 9,600만 리터에
달했으며 '18년 매출규모는 '17년 대비 5.1% 증가한 1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함 (VND/USD=23,265) (Annual Report,
2018)
- Sabeco의 매출규모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사업운영비 증가로
인해 '18년 당기순이익은 '17년 대비 11% 감소한 1억 8,930만
달러에 그침
- '18년 1월부터 9월 사이 맥주의 원재료인 보리의 평균 가격이
30% 상승한 것이 Sabeco의 사업운영비 증가의 주요 원인임
(Nhip Cau Dau Tu, 2019)
- 또한 '18년 맥주의 특별소비세가 기존 60%에서 65%로 인상됨
에 따라 Sabeco의 수익성이 악화됨
- '17년 태국 최대 주류업체 ThaiBev가 Sabeco의 지분 54%를
인수한 후로 Sabeco는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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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의 예로는 Sabeco는 '18년부터 영국프리미어리그의 프
로축구클럽인 레스터시티의 공식 후원사 활동 및 베트남 축
구 선수의 스즈키컵 우승 기념 행사 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Sabeco는 자사의 맥주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
첨을 통해 Mercedes 자동차 총 8대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Under the Cap’ 프로모션을 진행함
ㅇ (Heineken) Heineken은 정확한 베트남 내 매출규모는 공개하
지 않았으나 ’18년도 베트남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고
발표함
- Heineken의 중가맥주 브랜드 Tiger와 저가맥주 브랜드 Larue
가 베트남 내 중형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대량 유통됨에 따라
Heineken의 베트남 내 매출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
- '18년 Heineken은 베트남 내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였으며 그
중 Heineken Silver는 기존 Heineken 맥주보다 쓴맛이 덜하고
알코올 함유량이 낮으며 5% 높은 가격대에 판매됨
- 또 다른 신규브랜드인 Amstel은 기존 맥주와 맥아와 홉의 조
합을 달리하여 차별점을 두었으며 레스토랑, 비어클럽, 슈퍼
마켓, 편의점 등 경로를 통해 판매됨
ㅇ (Habeco) Habeco의 '18년 매출규모는 '17년 대비 6.7% 감소한
3억 9,450만 달러에 그쳤으며 '18년 판매량은 4억 2,610만 리
터임 (Annual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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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eco 및 Heineken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존에
Habeco가 강세를 보였던 주요 판매거점인 베트남 북부지역
내 Habeco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함
-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Habeco는 광고비 지출을 확대하였으며
'18년 당기순이익은 '17년 대비 26.4% 하락한 2,080만 달러에
그침
- 베트남정부와 Carlsberg가 Habeco 지분 중 각각 81.8%, 17.5%
보유함
ㅇ (Carlsberg) Carlsberg의 '18년 맥주 매출규모는 '17년 대비 다
소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Annual Report, 2018)
- Heineken와 마찬가지로 Carlsberg는 베트남 내 매출 및 당기
순이익을 공개하지 않았음
- 최근 Carlsberg는 Red Barley, Carlsberg Smooth Draught 등
신규 맥주 브랜드를 출시함
- 그 중 Red Barley의 알코올 함유량은 4.6%이며 보리에서 추
출한 천연 빨간색을 띈 맥주로 영국의 프로축구클럽 리버풀
FC 팬을 위한 한정판 브랜드임

□ 베트남 맥주시장 내 주요 브랜드
ㅇ '18년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Saigon Export가 17.3%의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333 Export 14.8%,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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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Hanoi Beer 11.8%, Saigon Lager 10.2% 차지함

’18년 베트남 맥주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 Euromonitor, 2019

□ 베트남 맥주시장 내 유통채널
ㅇ 베트남 맥주시장 내 유통채널은 크게 On-trade와 Off-trade
로 나누어짐
- On-trade는 판매된 장소에서 즉시 맥주가 소비되는 식당, 바,
주점, 비어클럽 등의 유통경로를 말하며 Off-trade는 판매된
장소에서 바로 소비되지 않는 마트, 편의점 등을 의미함
- '18년 기준 베트남 맥주유통의 70%는 On-trade를 통해 이루
어졌으며 Off-trade의 비중은 3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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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베트남 맥주시장 내 유통채널 비중 (단위: %)

자료: Euromonitor, 2019

2. 향후 전망
ㅇ '18년부터 '23년까지 베트남 내 맥주 총 소비량은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3년 베트남 내 맥주 총 소비
량은 53억 3,000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18-’23년 베트남의 맥주 총 소비량 전망치 (단위: 십억리터)

자료: Euromonito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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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트남의 젊은 인구구조로 인한 높은 맥주 선호도는 베트남
맥주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인임
- 베트남 인구는 9500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만 35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60% 가량을 차지함
- 또한 '18년 베트남 내 전체 주류소비량 중 맥주소비량이 차지
하는 비중이 97.5%에 달할 만큼 베트남 소비자들의 맥주선호
도는 높은 수준임 (Euromonitor, 2019)
ㅇ 반면 주류광고 금지 법안은 베트남 맥주시장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19년 6월 베트남국회가 통과시킨 주류광고 금지 법안은 '20
년 1월 발효될 예정임
-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오후 6시~9시 사이 TV나 라디오 등 플
랫폼에서 주류광고를 방영할 수 없음 (Nikkei, 2019)

3. 한국 기업 시사점
ㅇ 한국 맥주는 베트남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으며 ’18년도 기준
29만 달러 상당의 한국 맥주가 베트남으로 수입됨
- 수입되는 한국맥주의 대부분 한국교민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임

ㅇ 한국 주류는 롯데마트, 이마트, GS25 등에 의해 베트남
에 대부분 유통되며 현지 한식당에서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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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5년 한국의 주요 주류제조기업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내 현
지법인을 설립함
- 하이트진로의 베트남 내 주요 상품으로는 진로소주, 맥스 맥
주, 막걸리, 와인 등이 있음
- 베트남 진출 초기에 하이트진로는 '20년까지 베트남 와인 시
장 내 점유율 7%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Nhip
Cau Dau Tu, 2016)
- 자사의 와인을 홍보하기 위해 하이트진로는 유명 베트남 TV
드라마에 간접광고(PPL)을 진행하는 등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
였으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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