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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수산업 현황
□ 베트남 수산물 수출 현황
o '19년 상반기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 규모는 39억 달러이며 전
년 동기 대비 1.8% 감소함
'18년-'19년 상반기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액 (단위:억달러)

자료원: 베트남 세관, 2019

o '19년 상반기 베트남의 주요 수산물 수출 국가는 일본(6억 8
천만 달러), 미국(6억 5천만 달러), EU(6억 2천만 달러), 중국
(4억 8천만 달러), 한국(3억 7천만 달러)임 (베트남 세관,
2019)

- 일본 및 미국 수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EU, 한국, 중국 수
출액은 줄어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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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베트남 수산물 주요 수출국 (단위:백만달러, %)

자료원: 베트남 세관, 2019

□ 베트남 수산물 주요 수출 품목

① 새우
- '19년 상반기 베트남 새우 수출액은 14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함(VASEP, 2019)
- '19년 상반기 베트남은 흰다리새우(9억 6천만 달러), 블랙타
이거새우(3억 3천만 달러), 기타(1억 5천만 달러)를 수출함
- 베트남 새우 수출액 감소는 새우의 국제가격 하락 및 EU,
미국, 중국의 새우 수입 감소에 영향을 받음
- 베트남산 새우는 인도와 에콰도르산 새우와 경쟁이 치열함
- '18년 기준 베트남에는 60만 헥타르 규모의 새우 양식장이
있으며 대부분 메콩 강 인근에 밀집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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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새우 수출업체는 Minh Phu, Stapimex, FIMEX VN,
Quoc Viet, Vina Clean Food 등이 있음
'18년 베트남 새우 공급업체 (단위:백만달러, %)

자료원: VASEP, 2019

② 메기(팡가시우스)
- '19년 상반기 베트남 메기 수출액은 9억 6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4.1% 감소함(VASEP, 2019)
- 올해 메기 수출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對 미국 수출 감소임
- '18년 기준 베트남에는 5천4백 헥타르 규모의 메기 양식장이
있으며 대부분 메콩 강 인근에 밀집해 있음
- 베트남 메기 수출업체는 Vinh Hoan, Bien Dong Seafood,
IDI, NAVICO, and GODACO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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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베트남 메기 공급업체 (단위:백만달러, %)

자료원: VASEP, 2019

□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체 개요

① Minh Phu: 베트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새우 수출 기업
- '19년 상반기 2억 9천만 달러의 새우를 수출하였으며 새우
수출액은 작년 대비 1% 증가함
- '19년 상반기 Minh Phu의 매출액은 3억 2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13.6% 증가하였지만 사업비용이 증가하여 순이익은 7
백만 달러로 작년 대비 52.9% 감소함(Financial Statement)
- Minh Phu는 치어 양식부터 선별, 가공, 출하까지 체계적인
공급체인을 가지고 있음
- '19년 5월 미쓰이 그룹(일본)은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Minh Phu의 지분 35.1%를 매입함
- Minh Phu는 미쓰이 그룹의 기술력과 운영관리 시스템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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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세계적인 유통망을 이용하여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됨(The Leader, 2019)

② Vinh Hoan: 베트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팡가시우스 수출 기업
- '19년 상반기 1억 5천만 달러의 메기를 수출함
- '19년 상반기 Vinh Hoan의 매출액은 1억 6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6.3% 감소하였지만 자회사를 매각하며 순이익은 3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70.4% 증가함 (Financial Statement)
- Vinh Hoan은 메기 치어 양식과 메기 부산물 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음
- '19년 초 Vinh Hoan은 치어 양식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48헥
타르 규모의 양식장이 있음(Nhip Cau Dau Tu, 2019)
- Vinh Hoan은 메기 치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임
- '18년 메기 부산물인 콜라겐과 젤라틴의 매출액이 100% 증
가했으며 수익률이 높아 부산물 사업은 향후 Vinh Hoan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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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수산업 전망
o 최근 감소세를 감안할 때 '19년 베트남 수산물 수출 예상액은
88억 달러로 '18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Nguoi
Lao Dong, 2019)
o 베트남의 수산업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과 다양한 국가와 체결
한 FTA는 베트남 수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지리적 이점)베트남은 3,000km의 해안선과 100만km2의 배타
적 경제 수역(EEZ)이 있음(VASEP, 2019)
- 베트남은 넓은 강과 운하가 많아 새우와 메기를 양식하기에
적합함
- (FTA체결) 베트남은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CPTPP)과 EU-베트남 FTA(EVFTA)를 체결하여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산물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CPTPP은 '19년 초에 발효되었으며 CPTPP에 따라 캐나다와
일본은 베트남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였으며 멕시
코는 베트남 메기에 대한 관세를 3년 이내에 철폐할 예정임
- EVFTA는 유럽연합의회의 승인을 대기 중이며 EVFTA가 발
효되면 EU 국가들은 베트남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50%
인하할 것이며 3~7년 이내에 관세를 전면 철폐할 예정임
- 그 밖에 베트남은 한국, ASEAN, 중국, 일본 등과 FTA를 체결함
ㅇ 반면, 어자원의 고갈, 낮은 양식기술과 무역장벽은 베트남
수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어자원 고갈) 낙후된 기술과 남획으로 최근 몇 년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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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업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조업을 위해 더
먼 바다로 나가야함
- (낮은 양식 기술)베트남에는 새우 치어를 양식할 수 있는 시
설이 많지만 자국 내 수요의 50%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Nguoi Lao Dong, 2019)
- 새우와 메기 치어의 공급 및 품질이 베트남 수산업의 중요
한 이슈가 될 것임
-

(무역장벽) 미국은 베트남산 새우와 메기에 반덤핑관세
(Anti-dumping tariff)를 부과하고 통관 및 수입 절차를 강화함

- '17년 EU는 베트남 불법어업에 ‘옐로우 카드’를 부여하였
고 이후 對 EU 수산물 수출액은 급감함
- 중국은 베트남 수산물에 대해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무역 규제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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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기업의 시사점
o 한-베 FTA에 힘입어 양국 간의 수산물 교역량 규모는 큰 편임
- '19년 상반기 베트남의 對 한국 수산물 수출액은 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함(베트남 세관, 2019)
- 베트남은 주로 새우, 오징어, 문어를 한국에 수출함
- '19년 상반기 한국의 對 베트남 수산물 수출액은 3천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함
o 한국의 베트남 수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크지 않음
- '18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농업, 임업, 어업에 총 1억 1천5
백만 달러를 투자함(FIA, 2019)
- '19년 현재 베트남에 18개의 한국 수산물 업체가 있음
(KOCHAM, 2019)
o '17년 한국 해양수산부는 베트남 호치민에 수산물 수출지원센
터를 설립함
- 수출지원센터는 수출 초보업체에 사무 공간 제공 및 시장조
사, 수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중소 수산식
품 업체의 수출을 지원함
- 또한 한국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을 실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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