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3분기 베트남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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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한국지상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1. 경제성장률

ㅇ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19년 1/4분기 6.82%, 2/4분기 6.73%, 3/4분
기 7.31%를 기록하였으며 ’19년 1~3분기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6.98%를 기록함
- 이는 지난 9년간 1~3분기 경제성장률 중 최고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빠른 성장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ㅇ 1~3분기 농림수산업 부문의 성장률은 2.02%로 베트남 국내총생
산(GDP)의 13.2%를 차지함
- 수산업은 원만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농림업은 이상기후
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음
- 어업생산량과 양식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6.2% 성장함
ㅇ 1~3분기 산업 및 건설 부문의 성장률은 9.36%로 베트남 국내총
생산(GDP)의 33.98%를 차지함
- 산업 및 건설 부문의 핵심인 제조업 성장률은 11.37%로 크게 성
장했으며 지난 몇 년 간 위축되어있던 광산업이 2.68% 성장함
ㅇ 1~3분기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은 6.85%로 베트남 국내총생산
(GDP)의 42.74%를 차지함
- 도소매업은 전년 동기 대비 8.31%, 금융·은행 및 보험업은
8.19%, 보관 및 운송업은 7.65%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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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베트남의 GDP 성장률 (%, 전년 동기대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DP성장률 6.78 5.89 5.03 5.42 5.98 6.68 6.21 5.1 7.08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19
1/4~3/4
6.98

2. 물가 및 환율

소비자물가(CPI)
ㅇ ’19년 1~3분기 평균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
승함
-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관리 정책에 의해 올해 1~3분기는 지난 3
년간 가장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유지함
- ’19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23% 상승하였으
며 이전 분기 대비 0.48% 상승함
- ’19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32% 상승함
- 1~3분기 식품이나 국제원자제가격 등의 변동분을 제거한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상승함


< 최근 베트남의 CPI 증가율 (%, 전년 동기대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PI 18.70 9.10 6.60 4.10 0.60 4.74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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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3.53 3.54

2019년
3/4분기
2.23

< 최근 베트남의 전월대비 CPI 증가율 (%) >
CPI 증가율

’18. 10 ’18. 11 ’18. 12 ’19. 1 ’19. 2 ’19. 3 ’19. 4 ’19. 5 ’19. 6 ’19. 7 ’19. 8 ’19. 9
CPI 0.33 △0.29 △0.25 0.10 0.80 △0.21 0.31 0.49 △0.09 0.17 0.27 0.32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생산자물가(PPI)

ㅇ ’19년 1~3분기 농림수산 부문의 평균 생산자물가(PPI)는 전년 동
기 대비 1.12% 상승함
- ’19년 3/4분기 농림수산 부문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이전 분기 대비 1.02% 감소함
ㅇ ’19년 1~3분기 산업 부문의 평균 생산자물가(PPI)는 전년 동기
대비 1.49% 상승함
- ’19년 3/4분기 산업 부문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06%
상승하였으며 이전 분기 대비 1% 상승함
ㅇ ’19년 1~3분기 서비스 부문의 평균 생산자물가(PPI)는 전년 동
기 대비 3.07% 상승함
- ’19년 3/4분기 서비스 부문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상승하였으며 이전 분기 대비 2.9% 상승함
< 최근 베트남의 PPI 증가율 (%, 전년 동기대비) >
2019년
3/4분기
1.16
0.06
1.25

구 분 2013 2014 2015
농림수산 0.57 4.62 △0.28
산업생산 5.25 3.26 △0.58
서비스 - 1.28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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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71
0.49
2.38

2017
0.66
1.96
3.63

2018
1.98 △
0.79
2.98



환율 및 외환보유고

ㅇ ’19년 9월 30일 기준 베트남 중앙은행의 고시환율은 1USD =
23,161 VND를 기록
- 이는 올해 1~3분기 중 가장 높은 환율이며 중앙은행이 외환보
유고를 늘리기 위한 달러매입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동화는 지난 1월과 비교하여 1.4% (336동) 하락하였으며 베트
남중앙은행은 베트남 동화의 평가절하율을 연 2~3% 이내로 유
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베트남 중앙은행은 ’19년 10월 외환 보유액이 710억 달러에 이른다
고 발표함
- 1~9월 간, 베트남은 3,827억 달러의 수출입을 기록하였으며 무
역수지는 5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외환보유고에 증가에
기여함
- 또한 9개월 간 외국인 총투자금액은 26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
비 3.2% 증가함
< 환율 및 외환보유고 (VND, 억 달러) >

2019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4분기
환율(1US$당) 20,828 21,036 21,246 21,458 22,715 22,425 22,825 23,161
외환보유고 254 320 342 396 410 520 575 710

자료: The State Bank of Vietnam, ADB,
* 주：1) 환율은 중앙은행 고시 기준환율, 시중은행 실거래환율은 ±3% spread 가능
2) 19년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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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ㅇ ’19년 1~3분기 실업률은 1.99%를 기록하여 2/4분기(1.98%)에 비
해 실업률이 소폭 상승함
- 도시지역 실업률은 2.94%, 도시 이외 지역 실업률은 1.52%임
< 연도별 실업률(%)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업률 2.9 2.3 1.99 2.2 2.08 2.31 2.30 2.24 2.0

2019년
1/4~3/4

* 자료: CIA World Fact Book,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ㅇ ’19년 1~3분기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5,550만 명으로 전
년 동기대비 31만 명 증가함
- 노동 인구의 구성비는 농림수산 부문이 35%, 산업 및 건설
부문이 29.2%, 서비스 부문이 35.8%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 2.6% 증가, 0.6% 증가함

4. 시사점

ㅇ 베트남은 3/4분기 경제성장률 7.31%, 9개월간 평균 6.98%를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는 지난 9년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로서 상반기 다양한
악재 상황에서도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19년 9개월간 베트남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
가하였으며 4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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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경쟁력 지수에서 전년 대비
높은 성장을 달성하여 외국인의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보임
- 베트남은 ‘2019년 투자선호국’ 순위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랐으며(전년도 23위)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함 (US News & World Report)
-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는 67위를 기록
하여 전년 보다 10계단 상승하였으며 이는 141개국 가장 높은
순위의 상승. 평가항목 중 베트남은 물가상승률 항목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로 분류됨
ㅇ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수혜로 올해 대미수출이 급등하였으나
이로 인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등 무역규제 가능성이 베트
남 경제에 위험요소로 작용
-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중국 제조업체의 베트남 생산기지 이전
및 중국제품의 베트남 우회 수출로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베트남에 대한 비정상적인 투자를 통한 중국 기업의 원산지 우회
전략으로 미국의 베트남 상품에 대한 무역규제 우려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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