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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자동차 산업 현황
□ 시장 규모
o '19년 베트남 자동차 거래량은 약 32만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함 (VAMA, 2020)
'18년-'19년 베트남 자동차 거래량 (단위: 대)

자료원: VAMA, 2020

o '19년 베트남 자동차 매출액 중 자가용 자동차는 73.6%, 영업
용 자동차는 24.8%, 특수목적 자동차는 1.6%를 차지함
(VAMA, 2020)
'19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 비율 (단위: %)

자료원: VAM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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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점유율
o '19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주도한 주요 기업은 Thaco, Hyu
ndai, Toyota, Ford, Honda 등임
- '19년 Mitsubishi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8.1% 성장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이외에도 Ford, Hyundai, Honda, Toyota의 매출
액은 증가했지만 Thaco의 매출액은 소폭 감소함
'18년-'19년 기업별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 (단위: 대)

자료원: VAMA, 2020

o '19년 모델별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은 Vios(Toyota), Xpander
(Mitsubishi), Accent(Hyundai), Grand i10(Hyundai), Mazda3(Ma
zda)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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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19년 모델별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단위: 대)

자료원: VAMA, 2020

□ 수입
o 베트남의 주요 자동차 수입국은 태국과 인도네시아로 '19년 베
트남은 3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 14만 대를 수입했으
며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각 전년 대비 69.3%, 73% 증가함
(베트남 세관, 2020)
o '17년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수입을 규제하는 시행령 No. 116
/2017/NĐ-CP를 발표했으며 수입자는 완성차 수입 시 수출국
에서 발급한 각종 테스트 인증서인 차량 유형 인증서(VTA, V
ehicle Type Approval)를 제출해야 함
- 베트남 정부의 규제로 '18년 1분기 자동차 수입은 급감했지만
아세안무역물품협정(ATIGA, ASEAN Treaty in Goods Agreem
ent)에 의해 '18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 차량 수입 세
율이 철폐되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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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19년 베트남 자동차 수입

'19년 주요 베트남 자동차 수입국

(단위: 대, 억 달러)

(단위: %)

자료원: 베트남 세관, 2020

□ 투자
o '19년 5월 Thaco는 2억 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 꽝남(Quang
Nam Province)에 연간 자동차 생산량 20,000대 규모의 공장
을 건설함 (EIU, 2019)
o '20년 1월 Ford는 베트남 하이즈엉(Hai Duong)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 14,000~40,000대 규모의 공장에 약 8,200만 달러를 투
자하여 공장 설비를 대폭 증설할 것임을 발표함 (CafeF, 2020)
o '19년 고가 브랜드 자동차 기업들의 베트남 사업 확장이 활발함
- '19년 3월 Aston Martin은 호치민에 첫 매장을 개점했으며
'19년 8월부터 Ferrari는 호치민에서 자동차 A/S 서비스를 개
시함. '19년 말 McLacren은 베트남 사업을 확장할 것임을 발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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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베트남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
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고 있음 (Dan Tri, 2019)
- BMW는 3 Series와 5 Series 모델 가격을 4,292~12,876달러, Thaco는
Mazda CX-5와 CX-8 모델 가격을 2,146~2,575달러, Toyota는 Fortu
ner 모델(디젤) 가격을 4,292달러 인하함
□ VinFast(빈패스트)
o Vingroup의 자회사인 VinFast는 독일 자동차 기업 Robert Bosch
와 BMW와 협력하여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했으며 유통 및 농업 부
문을 매각하여 자동차 제조업의 투자자금을 마련함 (Nikkei, 2020)
o '19년 VinFast는 3가지 모델의 자동차(경차, 세단, SUV)를 출
시하였으며 17,214대를 주문받아 15,300대를 인계함
- '19년 VinFast는 차량 공유 앱 FastGo와 협력하여 경차모델 Fadil
1,000대를 특별 가격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현재 대부분 외국
자동차 기업 차량으로 등록된 정부 차량을 VinFast 차량으로
교체할지 여부를 베트남 정부와 논의중임
o '20년 VinFast는 세단, SUV, 쿠페 등 기존 차종의 장점을 결합
한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과 고가형 모델을 출시할 예
정이며 '21년 미국에 전기자동차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2. 전망
o 낮은 자동차 보급률, 젊은 소비자층, 소득 증가, 빠른 도시화는
베트남 자동차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20
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약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o '20년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제조, 조립, 수입, 사업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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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결정서 Decree No. 116/2017/NĐ-CP를 개정할 계획임
- Vietnam News에 의하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사전검사에서
사후검사로 변경하고 검사단위를 소단위(batch)에서 차종별로 확대
하는 등 자동차 수입 규제가 완화될 전망임

3. 한국 기업의 시사점
o '19년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11억 5천만 달러의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하였고 수입액은 전년 대비 39.3% 증가함 (베트
남 세관, 2020)
o '19년 1월 현대자동차는 베트남 Thanh Cong Group과 생산합
작 법인을 설립하여 현대차 CKD(반조립) 생산량을 크게 늘렸
으며 '19년 Toyota를 제치고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 2위를 기
록함. 현대자동차의 성공 이후 현대 계열사들의 베트남 진출
이 가속화됨
- '19년 현대글로비스는 베트남 하노이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현지 완성차 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 및 일반 수출입 물
류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 '19년 현대카드는 베트남 소비자금융기업 FCCOM(Finance Co
mpany Limited for Community)의 지분 50%를 4,200만 달러
에 인수하며 베트남에 진출함. 현대카드는 자동차 대출, 신
용 대출, 기업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자동차와
협력하여 마케팅 활동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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