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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요약
o 지난 5년간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달
성함
- '18년 베트남 화장품 시장 규모는 5억 6천5백만 달러에 달함
- 베트남의 화장품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국은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태국임
o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매출액 중 75%는 피부관리 화장품
25%는 색조 화장품이 비율을 차지함
- 색조 화장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Shiseido, Unilever, L'Oréal, LG생활건
강, Estée Lauder 등 외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음
-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고가 화장품과 저가 화장품으로 세분
화 할 수 있음
o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성장요인으로 미(美)에 대한 관심 증
대, 사회경제적 요인, 전자상거래 확대, 뷰티 인플루언서의
출현이 있음
- 방해요인으로 화장품 원료 부족 및 가짜 화장품이 있음
o 베트남 화장품 유통 채널은 백화점 및 쇼핑몰, 미용용품 전문
점, 슈퍼마켓, 전통 소매업체, 전자상거래가 있음
o 베트남에 한국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관 절
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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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수입업자는 베트남 의약관리청(DAV)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베 FTA(VKFTA)를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정보파일(PIF)
및 베트남어 라벨(Label)이 있어야 함
o 향후 몇 년간 베트남 화장품 시장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며
미래의 트렌드는 뷰티인플루언서, 화장품 프리미엄화, 남녀
공용 화장품, 피부관리 루틴(Routine) 다양화가 될 것임
o 한국은 베트남에 화장품 최대 수출국임
- 최근 5년간 K-뷰티, 한국 관광, 한-베 FTA의 영향으로 한
국 화장품 수출액은 크게 증가함
- 베트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국 화장품 기업은 LG생활건
강과 아모레퍼시픽임
- 한국 화장품 브랜드 중 The Face Shop과 Innisfree가 가장
인지도가 높으며 제품 중 마스크 팩이 가장 인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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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화장품산업 정의 및 분류
o 이 보고서에서는 화장품을 피부관리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으
로 정의함(HS Code 3304)
o 피부관리 화장품은 얼굴 피부관리 제품, 바디케어 제품, 핸드
케어 제품으로 분류됨
- 얼굴 피부관리 제품은 세안제, 토너, 마스크 팩, 안티에이징
제품, 여드름 치료제, 보습제로 나뉨
o 색조 화장품은 눈 화장품, 얼굴 화장품, 입술 화장품, 네일 제
품으로 분류됨
o 이외의 두발관리, 구강관리, 탈취제 등과 같은 제품들은 본
보고서에 화장품으로 정의하지 않음

2. 베트남 화장품산업 현황
□ 시장 성장률
o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현재 성장단계임
- '14년~18년 베트남 화장품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11.6%로 빠
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8년 약 5억 6천5백만 달러의 시장규
모를 기록함(VND/USD=23,260) (Euromonito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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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18년 베트남 화장품 시장 규모 (단위:백만달러)

자료원: Euromonitor, 2019

□ 베트남 화장품 수입 현황
o '13년~17년 베트남 화장품 수입액은 연평균 9.3% 증가했으며
'17년 베트남 화장품 수입액은 약 1억 2천만 달러에 달함
(Trade Map, 2019)
- '18년 공식적인 베트남 화장품 수입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o 베트남의 주요 화장품 수입국은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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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18년

'17년

베트남 화장품 수입액 (단위:백만달러)

베트남의 화장품 수입국 (단위:%)

자료원: Trade Map 2019. HS code: 3304

3. 경쟁 구도 분석
□ 시장 세분화
o '18년 베트남의 화장품 매출액 중 피부관리 화장품이 75%, 색
조 화장품이 25%를 차지함
'18년 베트남 화장품 제품별 시장 세분화 (단위:%)

자료원:Euromonito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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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부관리 화장품
o '14년~18년 베트남 피부관리 화장품 매출액은 연평균 10.5%
증가했으며 '18년 베트남 피부관리 화장품 매출액은 약 4억
2천만 달러에 달함
o '18년 베트남 피부관리 화장품 매출액 중 93.9%를 얼굴 피부
관리 화장품이 차지함
- 얼굴 피부관리 화장품 중 보습제, 안티에이징 제품, 세안제
가 가장 매출이 높음
- 이외의 얼굴 피부관리 제품으로는 토너, 여드름 치료제, 입
술 관리 제품, 마스크 팩이 있음

'18년

'18년

피부관리 화장품 제품별 시장 점유율(%)

얼굴 피부관리 화장품 매출액 비율(%)

자료원: Euromonito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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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베트남 피부관리 화장품 시장은 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음
-

Shiseido(일본), Unilever(영국-네덜란드), L'Oréal(프랑스),
LG생활건강(한국), Estée Lauder(미국)이 베트남 피부관리
화장품 시장의 주요 기업

'18년 베트남 피부관리 화장품 기업별 시장 점유율 (단위:%)

자료원: Euromonitor, 2019

o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Shiseido와 Pond's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음
- 그 외 인지도가 높은 피부관리 화장품 브랜드로는 Lancôme,
Estée Lauder, Clinique, Laneige, O HUI, The Face Shop 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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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베트남 피부관리 화장품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단위:%)
No
.
브랜드
1
Shiseido
2
Pond's
3
Lancôme
4
Estée Lauder
5
Clinique
6
Laneíge
7
O HUI
8
The Face Shop
9
L'Oréal Dermo- Expert
10
Oriflame
11
Olay
12
Vichy
13
Nivea for Men
14
Menard
15
Nivea Body
16
Nu Skin
자료원: Euromonitor, 2019

기업
Shiseido
Unilever
L'Oréal
Estée Lauder
Estée Lauder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L'Oréal Vietnam
Oriflame
P&G
L'Oréal Vietnam
Beiersdorf
Nippon Menard
Beiersdorf
Nu Skin

시장점유율
17.7%
11.1%
4.6%
3.9%
3.2%
3.1%
3.0%
2.7%
1.9%
1.9%
1.8%
1.8%
1.7%
1.7%
1.5%
1.5%

② 색조 화장품
o '14년~18년 베트남 색조 화장품 매출액은 연평균 15.2%로 빠
르게 성장하였으며 '18년 베트남 색조 화장품 매출액은 약 1
억 4천만 달러에 달함
- 얼굴 화장품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입술 화장품, 눈 화장
품 순으로 매출액 비중이 높음
- 네일 제품의 매출액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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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베트남 색조 화장품 매출액 제품별 시장 점유율 (단위:%)

자료원: Euromonitor, 2019

o 베트남 색조 화장품 시장 또한 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음
- Estée Lauder(미국), L'Oréal(프랑스), LG생활건강(한국), Shis
eido(일본)가 높은 점유율 차지함
'18년 베트남 색조 화장품 기업별 시장 점유율 (단위:%)

자료원: Euromonito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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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Shiseido가 가장 높으며 The Face
Shop, Maybelline, Mac 순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음
o 이외의 색조 화장품 브랜드로는 Chanel, Revlon, Estée
Lauder, Oriflame, Clinique, Bobbi Brown 등이 있음
'18년 베트남 색조 화장품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단위:%)
.N o 브랜드
기업
1 Shiseido
Shiseido
2 TheFaceShop
LG생활건강
3 Maybelline
L'Oréal
4 Mac
Estée Lauder
5 Chanel
Chanel
6 Revlon
Revlon
7 Estée Lauder Estée Lauder
8 Oriflame
Oriflame
9 Clinique
Estée Lauder
10 Bobbi Brown Estée Lauder
11 Za
Shiseido
12 Shu Uemura
L'Oréal
13 Essance
LG생활건강
14 Lancôme
L'Oréal
15 L'Oréal
L'Oréal
16 Dior
Christian Dior
자료원: Euromonitor, 2019

시장 점유율
10.5%
10.0%
9.3%
6.4%
5.1%
4.7%
4.0%
3.6%
3.2%
2.7%
2.1%
2.1%
1.9%
1.8%
1.7%
1.7%

o 가격별 시장 세분화
o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고가 화장품과 저가 화장품으로 세분
화 될 수 있음
- '18년 베트남 화장품 매출액 중, 고가 화장품이 55%, 저가
화장품이 45%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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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베트남 화장품 가격별 시장 세분화 (단위:%)

자료원: Euromonitor, 2019

□ 주요 화장품 기업
① Shiseido
o '97년 Shiseido는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함
(Nguoi Dong Hanh, 2012)
o '08년 Shiseido는 베트남 동나이(Dong Nai)에 약 4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100,000m²규모의 공장을 건설함(VNEconomy, 2008)
o Shiseido는 Shiseido, Clé De Peau Beauté(프리미엄 브랜드),
Za(저가 브랜드) 3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o Shiseido는 눈 화장품, 입술 화장품, 얼굴 화장품, 다기능성 화
장품 등 다양한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음
- 피부관리 화장품은 세안제, 마스크 팩, 보습제, 세럼, 로션,
아이케어, 립케어, 핸드케어, 바디케어 제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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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Unilever
o Unilever는 1995년 베트남에 진출하였으며 다양한 가정용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 OMO(세제), Comfort(섬유유연제), Clear&Sunsilk(모발 케어),
P/S (구강관리용품), Sunlight&VIM(주방용품)가 Unilever의 브
랜드임
o Unilever의 화장품브랜드는 Pond's와 Hazeline가 있음
- Pond's의 제품은 세안제, 로즈워터, 피부미백 크림 등이 있
으며 Hazeline은 천연연료로 만든 화장품을 생산하며 세안
제, 피부 미백 제품, 바디로션을 판매하고 있음
③ L'Oréal
o '90년 L'Oréal은 베트남에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07년 L'Oréal 공식적으로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함
o L'Oréal은 Lancôme, Biotherm, Shu Uemura, Yves Saint
Laurent 등의 고가 브랜드와 Maybelline, Garnier 등의 저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 L'Oréal의 색조 화장품은 눈 화장품, 얼굴 화장품, 입술 화장
품이 있음
- L'Oréal의 피부관리 화장품은 세안제, 토너, 에센스, 보습제,
썬크림, 마스크 팩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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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LG생활건강
o '97년 LG생활건강(한국)과 Vocarimex(베트남)의 합작 투자로
LG생활건강 베트남 법인이 설립됨
o LG생활건강은 베트남 동나이(Dong Nai)에 화장품 공장을 가
지고 있으며 화장품, 두발관리용품, 구강관리용품 등을 생산
하여 판매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생산하지 않는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은 한국에서
수입하여 베트남에 판매하고 있음
o LG생활건강은 고가브랜드인 O HUI, The History of Whoo, 저
가브랜드인 The Face Shop, Essance, E'Z Up을 가지고 있음
⑤ Estée Lauder
o '05년 Estée Lauder는 호치민 시의 Parkson Saigon Tourist 백
화점에 화장품 가게를 열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09
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함
o Estée Lauder는 Estée Lauder, Clinique, Bobbi Brown 브랜드
를 가지고 있으며 고가의 화장품만을 취급함
- Estée Lauder의 색조 화장품은 눈 화장품, 얼굴 화장품, 입
술 화장품이 있음
- Estée Lauder의 피부관리 화장품은 세안제, 토너, 아이케어,
보습제, 썬크림, 마스크 팩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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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요인과 방해요인
□ 성장요인
o 베트남 소비자의 미(美)에 대한 관심 증대
- '16년~19년 매일 화장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비율이 28%에서
30%로 증가함(Q&Me, 2019)
o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화장품 수요를 증가시킴
-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수입 증가에 따른 중산층이 증
가하고 있음
- 베트남의 인구는 젊은 층의 규모가 크며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 중임
□ 방해요인
o 베트남은 화학산업이 발전하지 않아 화장품 원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 대부분의 화장품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o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을 통해 가짜 화장품이 베트남에
밀반입되고 있음
- 가짜 화장품 및 하급 품질의 제품들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알레르기, 가려움증, 착색, 박리 증상 및 흉터 등으로 심한
문제를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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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통 채널
□ 베트남의 화장품은 백화점 및 쇼핑몰, 미용용품 전문점, 슈퍼
마켓, 전통적 유통채널, 전자상거래 등이 주요 유통채널임
o (백화점 및 쇼핑몰) 주로 고가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화장품 가게에 스파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음
- 베트남에서 규모가 큰 백화점과 쇼핑몰은 Vincom, Parkson,
Aeon Mall, Lotte Department Store, Trang Tien Plaza, The
Garden Shopping Center, Savico Mega Mall 등이 있음
o (미용용품 전문점) 피부관리 화장품, 색조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임
- 미용용품 전문점은 한 브랜드의 화장품만을 팔거나 H&B(Heal
th &Beauty)스토어처럼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을 팔수 있음
- 베트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H&B스토어는 Guardian(홍콩)과
Medicare(베트남)이며 최근 Watsons(홍콩)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함
o (슈퍼마켓) 주로 대중적인 화장품을 판매하며 몇몇 마트에서
는 화장품 판매 전문직원을 고용하여 고객의 화장품 구매를
지원하고 있음
- 베트남 슈퍼마켓 중 Co.op Mart와 Vinmart가 가장 규모가
크며 이외에도 Big C, Aeon Citimart, MM Mega Mart, Lotte
Mart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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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통적 유통채널) 재래시장 또는 구멍가게와 같이 소규모로
상품을 유통하는 경로임
- 전통적 유통 채널에는 가짜 화장품이 많이 유통됨
- 베트남에서 규모가 큰 재래시장은 Ben Thanh Market, Dong
Xuan Market이 있음
o

(전자상거래) 베트남 화장품 유통에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

은 점점 커지고 있음
- '18년 베트남에서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된 품목은 화장
품, 옷, 신발임(IDEA, 2018년)
-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임
- 베트남에는 큰 규모의 현지 전자상거래 업체 Tiki와 Sendo가
있으며 동남아 전자상거래 업체인 Lazada와 Shopee가 베트
남에 진출해 있음

6. 베트남 화장품산업 관련 규정
□ 화장품 수입 절차
o 베트남에 화장품 수입을 하기 위해선 세관에 다음의 서류들
을 제출해야함(시행령38/2015/TT-BTC)
- 세관신고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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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장품 수입자는 베트남 화장품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 보건
부 산하 베트남 의약관리청(DAV)의 승인을 받아야함(시행규
칙06/2011/TT-BYT)
- 또한 수입업자는 세관에 베트남 의약관리청(DAV)의 승인을
받았음을 신고해야함(공문서 제22469호/QLD-MP, 시행령
155/2018/NĐ-CP)
o 한-베 자유무역협정(VKFTA)을 통해 한국 수출입업자는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9년 베트남 화장품 수입 관세율 (단위:%)
HS 코드

내용

최혜국
대우
(MFN)

한국
(VKFTA)

일본
(VJEPA)

아세안
(ATIGA)

중국
(ACFTA)

3304.10.00

입술 화장품

20%

20%

4%

0

0

3304.20.00

눈 화장품

22%

20%

4%

0

0

22%

11%

3%

0

0

3304.30.00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3304.91.00

파우더류 제품

22%

12.5%

4%

0

0

3304.99.20

여드름 피부용 제품
스킨, 크림, 로션류
제품

10%

5%

1%

0

0

20%

10%

3%

0

0

20%

10%

3%

0

0

3304.99.30

기타
자료원: Tariff booklet, 2019
3304.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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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o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제품정보파일(PIF)이 있어야
함(시행규칙No.06/2011/TT-BYT, 2011)
o 제품정보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제품 등록증 및 제품 세부 정보, 원료의 품질, 완제품 품질,
안전도 및 유효성
□ 화장품 성분 및 라벨
o 베트남 정부는 아세안 화장품 규정에 의거하여 유해한 색료,
방부제, 첨가물 등 사용금지 화장품 성분 목록을 발표함(시행
규칙06/2011/TT-BYT, 2011)
o 모든 수입 화장품은 아래의 내용이 베트남어로 기재된 라벨
을 부착해야 함(시행령43/2017/NĐ-CP, 2017)
- 중량 또는 부피, 내용물, 제품 번호, 생산 일자, 사용 방법,
안전 문구, 유통기한(30개월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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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망
o 유로모니터는 '18년~23년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7.3%
증가하여 '23년에는 약 8억 4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함(Euromonitor, 2019)

'18년-'23년 베트남 화장품 시장 전망 (단위:백만달러)

자료원: Euromonitor, 2019

□ 화장품 시장 트렌드
o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트렌드로 지속적인 성장
을 할 것으로 여겨짐
① 뷰티 인플루언서
o 뷰티 인플루언서란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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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등)에 메이크업, 피부관리, 화장품의 정보 및 후기를 올리
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함
- 베트남에서 영향력이 큰 뷰티 인플루언서는 Changmakeup,
Trinh Pham, Quynh Anh Shyn, Quach Anh Makeup, Chloe
Nguyen이 있음
- 베트남에서 소셜 미디어의 빠른 보급과 인기와 함께 뷰티
인플루언서는 화장품산업의 핵심이 될 것임
② 화장품 프리미엄화
o 화장품은 베트남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
는 제품군에 속함(Nielsen, 2019)
- 베트남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비싸고 질 좋은 상품에
대한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고급화는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음
- '18년 고가 브랜드 Mac, Chanel, Estée Lauder, Bobbi
Brown, Shiseido, Estée Lauder는 베트남에서 큰 성장세를
보임
③ 남녀 공용 화장품
o Kantar WorldPanel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공용 화장품의 수
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남녀 공용 화장품은 성 평등, 다양성, 포괄성 등 다양한 의
미를 내포하며 화장품 용기 또한 중성적인 디자인으로 변화

- 20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하는 추세임
- 베트남에도 남녀공용 피부관리 화장품이 거래되고 있음
④ 피부관리 루틴(Routine) 다양화
o 피부관리 루틴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 '16년 대부분의 베트남 여성들은 한 단계로 간단하게 피부관
리를 했지만 '18년 이러한 비율은 줄어들고 세 단계 이상 피
부관리를 하는 여성들이 증가함(Kantar WorldPanel, 2019)
- 세안제는 피부관리 루틴에서 중요한 역하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 클렌징오일, 마스크 팩, 세럼 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보습제와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피부관리 루틴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임
- 보습제는 25세 이하의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며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25세 이상 여성들의 수요가 높음

8. 한국 기업의 시사점
o 한국은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 중 1위를 차지함
- '14년~'18년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액 연평균 42.1% 성
장하여 '18년 화장품 수출액은 1억 4600만 달러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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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뷰티의 인기, 한국 관광, 한-베 FTA의 영향으로 한국의 화
장품 수출액은 빠르게 성장함
- K-Pop, K-Drama 및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으로 K-뷰티
에 대한 베트남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18년 약 46만 명의 베트남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41% 증가함(KTO, 2019)
- 베트남 관광객들은 한국 관광 후 화장품을 기념품으로 구매
하는 경향이 있음
- 한-베 FTA 통해 한국 기업들은 프랑스 및 미국 화장품 회
사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짐
o 베트남에는 48개의 한국 화장품 회사가 진출하여 있음
(KOCHAM, 2019)
- 베트남의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대부분 무역회사이며
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규모가 큼

LG생

- LG생활건강은 베트남에 제조공장을 두고 생산 및 판매를 하
는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 베트남에 유
통하는데 주력함
-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장 인지도 있는 브랜드는 The Faceshop
및 Innisfree이며 이외에도 3CE, O HUI, Laneige, Skin Food
등의 브랜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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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화장품 중 마스크 팩이 가장 인기가 많으며 입술 화장
품, BB크림, CC크림, 로션/크림 순으로 인지도가 높음
'18년 한국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19년 화장품 제품별 인지도(%)

자료원: KOTRA, 2019 *답변 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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