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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철강 산업 현황
□ 생산 및 소비
o '19년 베트남 철강 생산량과 소비량은 늘었지만, 전 세계적으
로 확산된 보호무역주의와 저렴한 수입산 철강의 유입으로
베트남 철강 산업의 성장세가 감소함
o '19년 베트남 철강 생산량은 2,526만 톤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철강 소비량은 2,312만 톤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함(VSA, 2020)
'18년-'19년 베트남 철강 생산량 및 소비량 (단위: 백만 톤)

자료원: VSA, 2020

o '19년 베트남이 생산한 주요 철강 품목은 건설용 철강(1,056만 톤),
아연도금강판(425만 톤), 열연강판(413만 톤), 냉연강판(394만 톤),
강관(237만 톤)임
- '19년 열연강판 생산량은 20.1%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건설용 철강, 냉연강판, 강관, 아연도금강판 생산량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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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증가, 2.1% 증가, 0% 증가, 4% 감소함
'18년-'19년 품목별 베트남 철강 생산량 (단위: 백만 톤)

자료원: VSA, 2020

o '19년 1톤당 원자재 가격은 철광석이 74~75달러에서 93~94달러로
상승, 빌릿이 450달러 유지, 코크스가 179달러에서 123달러로
하락, 철 스크랩(HMS ½ 80:20)이 312~315달러에서 297달러로 하락함
□ 수출입
o '19년 베트남은 11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철강 2,014만 톤을
수입했으며 42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철강 668만 톤을 수출함
(베트남 세관, 2020)
- 베트남의 주요 철강 수입국은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대만이며
철강 수입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5.6% 감소함
- 베트남의 주요 철강 수출국은 아세안 국가들이며 철강 수출량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7.4%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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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점유율
o '19년 품목별 베트남의 주요 철강 기업은 다음과 같음
- 건설용 철강: Hoa Phat, VNSteel, Vinakyoei, Pomina, 포스코 SS Vina
- 아연도금강판: Hoa Sen, Ton Dong A, Ton Nam Kim
- 열연강판: Formosa Ha Tinh
- 냉연강판: 포스코 Vietnam, CSVC, 포스코 VST, TVP, Phu My Flat Steel
- 강관: Hoa Phat, Hoa Sen
'19년 품목별 베트남 철강 시장점유율(단위: %)
<건설용 철강>

<아연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

<강관>

자료원: VS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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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무역조치
o '19년 12월 미국 정부는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베트남
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적발함
- 이에 베트남을 경유하는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판(CRS)에
대해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함 (미국 상무부, 2019)
o '19년 12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냉연강판과
비합금강 코일(폭 1,300mm 이상)에 7.7%~20.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 2019)
o '19년 11월 캐나다 정부는 베트남, 터키, UAE에서 제조됐거나
수출된 냉연강판에 대해 보조금 지급 및 반덤핑 조사를 착수함
(캐나다 국경관리청, 2019)
- 조사 품목: 7210.30.00, 7210.49.00, 7210.61.00, 7210.69.00, 7212.20.00,
7212.30.00, 7212.50.00, 7225.91.00, 7225.92.00, 7226.99.00 (HS코드)
o '19년 9월 베트남 정부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착수함 (결정서 No. 2703/QĐ-BCT, 2019)
- 조사 품목: 7209.16.10, 7209.16.90, 7209.17.10, 7209.17.90, 7209.18.91,
7209.18.99, 7209.26.10, 7209.26.90, 7209.27.10, 7209.27.90,
7209.28.10, 7209.28.90, 7209.90.90, 7211.23.20,
7211.23.30, 7211.23.90, 7211.29.20, 7211.29.30,
7211.29.90, 7225.50.90 (HS코드)
o '20년 3월 베트남 정부가 빌릿과 봉형강(long product)에 부과
했던 보호무역 관세 각각 17.3%, 10.9%가 만료되며 베트남
정부는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논의 중임 (결정서 Decision 26
05/QĐ-B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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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품목: 7207.11.00, 7207.19.00, 7207.20.29, 7207.20.99, 7224.90.00,
7213.10.10, 7213.10.90, 7213.91.20, 7214.20.31, 7214.20.41,
7227.90.00, 7228.30.10, 9811.00.00 (HS코드)

2. 전망
o '20년 베트남 철강 생산량은 6~8%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
요 원인으로는 철강 생산 능력 증가, 주요 기업 시장 점유율
상승,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있음(VSA, 2020)
- '20년 Hoa Phat Group과 Nghi Son Steel은 각각 연간 생산량
200만 톤과 50만 톤 규모의 철강복합생산단지를 완공했으며 건설용
철강 생산량은 15% 이상 늘어날 전망임
- Hoa Phat Group은 넓은 유통망을 보유하고 생산 효율성이
높아 '18년~'19년 건설용 철강 부문 시장점유율이 23.8%에서
26.2%로 상승함 (VSA, 2020)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으며 베트남 정부 또한 '20년 3월 만료 예정인 빌릿과
봉형강(long product)의 추가 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음

3. 한국 기업의 시사점
o '19년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철강 수입국이며 철강 수입액은
14억 달러로 '18년과 비슷한 수준임 (베트남 세관, 2020)
o '19년 10월 베트남 정부는 한국 및 중국산 컬러강판(Color-co
ated steel products)에 대해 4.71%~19.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결정서 No. 3198/QĐ-BCT, 2019)
- 과세 품목: 7210.70.11, 7210.70.19, 7210.70.91, 7210.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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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40.11, 7212.40.12, 7212.40.19, 7212.40.91,
7212.40.92, 7212.40.99, 7225.99.90, 7226.99.19, 7226.99.99
o '19년 포스코 SS Vina는 경영악화로 철근 라인을 현지 기업에
매각했으며 H형강 라인의 지분 50%를 일본 Yamato Kogyo Group에
매각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 (S&P Global)
o '19년 세아제강의 베트남 법인 세아스틸비나는 3,780만 달러
를 투자해 베트남에 두 번째 강관 공장을 준공했으며 생산능
력이 23만 톤에서 33만 톤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비즈니
스코리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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