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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의료기기산업 현황
□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현황
ㅇ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현재 성장단계에 있음
- '18년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2억 달러이며 '14
년~'18년 연평균 11.9% 성장함(Fitch Solutions, 2019)

'14년-'18년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Fitch Solutions, 2019

ㅇ 베트남 의료기기 산업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13년~'17년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액은 연평균 14.2% 증가함
- '17년 베트남이 의료기기를 수입한 주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이며 '18년의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발표하
지 않음(UN Comtrad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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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의료기기 및 제조사
ㅇ 의료기기는 진단용 장치, 의료 보조 기구, 소모품, 인공 기관,
치과용 기구, 기타 의료 기기 등으로 분류함
- 진단용 장치: X-ray 스캐너, CT 스캐너, MRI 스캐너 등
- 의료 보조 기구: 보청기, 심장 박동기, 물리치료 기구 등
- 소모품: 붕대, 봉합 실, 주사기, 바늘, 수술용 장갑 등
- 인공 기관: 신체 교정 기구, 인공 관절, 인공 장기 등
- 치과용 기구: 치과용 X-ray, 치과용 드릴, 치과용 시멘트 등
o '18년 의료기기 중 진단용 장치의 매출액이 3억 7천만 달러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임
- 그 외, 의료 보조 기구(2억 달러), 소모품(1억 8천만 달러),
인공 기관(1억 1천만 달러), 치과용 기구(5천만 달러)순으로
매출액 비중이 높음(Fitch Solutions, 2019)
- 기타 의료 기기 매출액은 3억 6천만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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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의료기기 품목별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Fitch Solutions, 2019

o '18년 베트남에는 232개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있음
- 그 중 192개는 베트남 기업이며 40개는 외국 기업임
- 베트남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MEDEP, Minh Tam, USM
Health Care, Vikomed, Vinamed 등이 있음
- 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B. Braun, Mediplast, Medikit,
Metran, Nikkiso, Nipro, Omron, Perfect Medical, Shimadzu,
Sonion, Terumo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GE, Siemens, Philips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
남에 판매 대리점을 가지고 있음

□ 베트남 의료기기 산업관련 규정
o 의료기기는 베트남 보건부(MOH)에서 관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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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료기기 수입자는 수입 전 반드시 시판허가권(MA License)
을 취득하여야 함
- 시판허가권은 의료기기의 위험도에 따라 4가지 종류가 있음
o 베트남 정부는 자국 의료기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음
- 의료기기 유통은 베트남 기업만 할 수 있으며 중고 의료기
기의 수입을 금지함
- 자국 의료기기 생산 증진을 위해 의료기기 부품에 대한 관
세를 폐지함

2. 베트남 의료기기산업 전망
o Fitch Solutions는 '18년~'23년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연평균 9.9% 성장하여 '23년 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전망함
'18년-'23년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규모(추정)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Fitch Solutio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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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제성장, 인구 고령화, 의료비 지출 증가는 베트남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 함
- '14년~'18년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6%대의 성
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GSO, 2019)
- 베트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층 비율이
높지만 인구 고령화가 곧 시작될 전망이며 '19년 베트남의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10%를 초과함(Global AgeWatch,
2019)
- '18년 베트남의 의료비 지출액은 145억 달러로 '14년~'18년
연평균 5.7% 증가함(Fitch Solutions, 2019)
o 반면 작은 의료기기 시장규모, 낮은 자국 생산량, 인적자원
부족은 의료기기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함
- 베트남의 의료기기 시장은 일본, 중국, 한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규모가 작음
- 대부분의 베트남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하여
단순한 의료기기만을 생산함
- 또한 베트남에는 의료기기를 유지ž보수할 기술자들이 부족하
여 기술발전 진행이 더딤

3. 한국 기업의 시사점
o '19년 현재, 베트남에는 YOUNG CHEMICAL VINA, WOOSUNG
VIETNAM, SURE DENT VINA CORP, SHIN CHANG VINA,
SKYTEC, VINA HANKOOK MEDICAL SUPPLIES 등 총 2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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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기기관련 기업이 있음
o '18년 한국의 對베트남 의료기기 수출액은 1억 달러로 '14
년~'18년 연평균 19.3% 증가함(UN Comtrade, 2019)
- 진단용 장치 수출액(2천 4백만 달러)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
보조 기구(1천 6백만 달러), 치과용 기구(1천 6백만 달러),
소모품(9백만 달러), 인공 기관(1백만 달러)순으로 수출액 비
중이 높음
- 이외의 기타 의료 기기 수출액은 3천 3백만 달러임
'18년-'23년 한국 對베트남 의료기기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UN Comtrade, 2019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