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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요약
o '18년 베트남의 의료비 지출액은 1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증가함
o 베트남 의료서비스 산업은 공공 의료서비스와 민간 의료서비
스로 나뉘며 각각 약 50%의 비중을 차지함
o 베트남 의료보험 또한 공공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나뉘며 사망원인 중 비전염성 질병의 비중이 가장 높음
o 인구 고령화, 높은 경제성장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공공 의
료보험 확대는 베트남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함
- 반면 열악한 공공 의료서비스, 인력난, 높은 의약품 가격은
베트남 의료서비스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함
o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병원을 개원하려면 사업자등록, 투자증
명서, 영업허가서, 진료분야 의사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증은 베트남의 의사면허증을 추가
신청해야 함
o 베트남 의료서비스 산업은 민간 의료서비스의 빠른 성장과
투자액 증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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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 의료서비스
o 공공 의료서비스
- 베트남 정부는 공공 의료기관을 도시, 지자체, 농촌 지역으
로 구분하여 관리함
- 도시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과 연구소는 베트남 보건부가 직
접 관리하며 지자체의 공공 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는 각
지자체의 보건부서에서 관리함. 농촌 지역은 보건소에서 기
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FitchSolutions, 2019)
o 민간 의료서비스
- 민간 의료서비스는 공공 의료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으며 몇몇의 대형 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규모가 작음.
민간 의료기관은 소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서비
스를 제공함 (Nguyen&Wilson, 2017)
□ 의료보험
o 공공 의료보험
- 공무원, 군인,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6세 미만의 아동, 학생,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9년 5월 기준, 베트남의 공공 의료보험 보장률은 89%임 (T
hoi Bao Tai Chin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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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간 의료보험
- 공공 의료보험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민간 의료보험이 이를 보완하는 역
할을 함
□ 시장 규모
o '18년 베트남 의료비 지출액은 1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증가함. 의료산업은 베트남 GDP의 6%를 차지하며 1인당 의
료비 지출액은 150.8달러임
'18년 베트남 공공 및 민간 의료비 지출 (단위: %)

자료원: FitchSolutions, 2019

o '18년 기준, 베트남은 1,304개의 종합병원, 255,701개의 병상,
77,995명의 의사를 보유함. 베트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82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에 비해 낮은 수준임(EIU,
2019)
o '18년 베트남 의료비 지출액은 공공 의료서비스와 민간 의료
서비스가 각각 49%, 51%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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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o 베트남의 주요 사망원인은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 만성 호흡
기질환, 알츠하이머, 당뇨병, 간경변, 교통사고, 기관지질환,
결핵이며 대부분 비전염성 질병임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2017)
o '06년~'15년 비전염성 질병에 의한 경제적 비용은 200% 증가
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18년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함 (결정서 No. 1092/ QĐ-TTg, 2018)
2. 경쟁 구도 분석
o 베트남의 주요 종합병원은 다음과 같음
구분

지역

호치민

국공립
종합병원

하노이

병원명
Cho Ray Hospital
Medical University Hospital Ho Chi Minh
Gia Dinh Hospital
Thong Nhat Hospital
Tu Du Hospital
Children Hospital 1 & 2
Eye Hospital Ho Chi Minh City
Blood Transfusion Hematology Hospital
Oncology Hospital
Hospital for Tropical Diseases
Bach Mai Hospital
Saint Paul Hospital
Vietnam Germany Hospital
Military Hospital 108
K Hospital
E Hospital
National Hospit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National Hospital for Tropic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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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역
사립

호치민

종합병원

하노이

Hoan My Hospital
Vinmec
FV Hospital
Columbia Asia International Hospital
– Gia Dinh
An Sinh Hospital
Hanh Phuc International Hospital
Hanoi French Hospital
Thu Cuc International General Hospital
Hong Ngoc Hospital

o 베트남의 주요 제약 기업, 의료기기 기업은 아래의 표와 같음

구분

국적

기업명
DHG Pharma
Traphaco
Pymepharco
Bidiphar
Domesco
Imexpharm
Roche
Sanofi
AstraZeneca
Baxter International
Novartis
Merck
Bayer
GlaxoSmithKline

베트남

제약

외국

Pf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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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EP
Minh Tam
USM Health Care
Vikomed
Vinamed
B. Braun
Mediplast
Medikit
Metran
Nikkiso
Nipro
Omron
Perfect Medical
Shimadzu
GE
Siemens

베트남

의료기기
외국

Philips

3. 성장요인과 방해요인
o 인구 고령화, 높은 경제성장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공공 의
료보험 확대는 베트남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함
- 현재 베트남은 젊은 나라라고 평가되지만 인구 고령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음. 베트남의 고령층 인구비율은 17년 이내
에 7%에서 14%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각각 22년 이내, 20
년 이내인 싱가포르와 태국에 비해 빠른 속도임 (Vietnam N
ews, 2019)
- '18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7.08%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
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GSO, 2019)
- '19년 시장조사기업 Nielsen의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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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건강과 관련된 소비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 베트남 정부는 '25년까지 공공 의료보험 보장률을 95%로 확
대할 것임을 발표함(의결서 Resolution No. 20-NQ/TW, 2017)
o 반면 열악한 공공 의료서비스, 인력난, 높은 의약품 가격은 베
트남 의료서비스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함
-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으로 의료 관련 예산이 적어 의료기기 및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인구 대비 병원이 적어 포화상태임
- 베트남은 의료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비도시 지
역의 의료 인력난이 심각함
- 베트남은 의약품 유통 과정이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의약품
가격이 높음

4. 베트남 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규정
o 외국인은 100% 지분 소유 또는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자하여
베트남에 병원을 개원할 수 있으며 병원 유형별로 각각 종합
병원(hospital) 2,000만 달러, 중급병원(Polyclinic) 200만 달러,
의원 20만 달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함
o 외국인은 사업자등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과
자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은
의료 법인 설립 및 의료행위를 위한 제반 시설을 완비한
태에서 베트남 보건부의 영업허가서(Operation license)를
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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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기타 의료인은 모두 의료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 의사가 베트남어에 능통하지 못한 경
우 의료 전문 통역인을 고용해야 함
- 외국에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신규
베트남 의사면허증을 신청해야함

5. 전망
o '18년~'23년 베트남 의료서비스 산업은 연평균 6% 성장하여
'23년 시장 규모가 19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FitchSolutions, 2019)
'18년~'23년 베트남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원: FitchSolutions, 2019

o 베트남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17년 사모펀드 Quadria Capital은 FV Hospital의 지분을 매
입하였으며, 회계자문기관 Grant Thornton에 의하면 베트남
투자 선호 산업 중 의료 및 의약품산업이 4위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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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Vinacapital은 베트남 사립 병원 Tam Tri Medical JSC
에 2,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선메디컬센터(Sun Medical C
enter)는 베트남 치과 체인 Nha Khoa My을 인수함
o 열악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피해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
가하는 추세이며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
망임
- '19년 베트남 사립 병원 수는 약 170개로 지난 10년간 400%
증가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20년까지 전체 병원 중 사립 병원
의 비율을 20%로 확대할 것이라 발표함(FitchSolutions, 2019)

6. 한국 기업의 시사점
o '18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 의료서비스 및 복지 분야에 총 2
억 3,097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병원은
롱안 세계로병원(Long An Segaero Private General Hospital),
김안과 다솜병원(Kim's Eye Dasom Polyclinic), 비나헬스케어
(General Surgery Vina Health Care Joint Venture), 선메디컬
센터(Sun Medical Center), 바이오티스 치과병원(BIO-TIS
Dental Clinic) 등이 있음
- '15년 서울대병원은 베트남 보건부와 5년간 협력하는 업무협
약(MOU)을 체결했으며 베트남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함
- '19년 한국 최대 규모의 안과전문병원인 김안과 다솜병원은
호치민시에 병원을 개원했으며 향후 10년 이내 3개의 병원
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임 (Biz Hub,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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