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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1. 경제성장률

ㅇ ’20년 1/4분기 GDP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3.82% 성
장을 기록
- 이는 ’11년 이래 가장 낮은 1/4분기 성장률이나 세계 주요국
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데 반해 성장세를 유지했다
는데 긍정적인 평가
ㅇ 농림수산업 부문 성장률은 0.08%로 전년 동기(1.84%)에 비
해 하락하였고 전체 경제성장률에 0.2% 기여함
- 농림수산업 부문은 1/4분기 베트남 GDP의 10.11%를 차지함
ㅇ 산업 및 건설 부문은 7.12% 성장하여 전년 동기(8.95%) 대
비 성장률이 저조하였으나 1분기 베트남 경제성장에 주요
역할을 함
- 산업 및 건설부문은 1/4분기 베트남 GDP의 35.52%를 차지함
ㅇ 서비스 부문은 전년 동기대비 3.27% 성장하였으며 전년 동
기(6.5%) 대비 성장률이 하락함
- 서비스 부문은 1사분기 경제성장률에 41.2% 기여하였으며
1/4분기 GDP의 43.71%를 차지함
< 최근 10년간 베트남의 GDP 성장률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성장률 5.03 5.42 5.98 6.68 6.21 6.81 7.08 7.02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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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4분기
3.82

2. 물가 및 환율


소비자물가(CPI)

ㅇ 1분기의 낮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물가는 5.56%로 전년 동기
상승률(2.6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16년 이래 가장
높은 1분기 상승률
- 음력 설연휴로 인한 1,2월 식표품 수요 급증과 코로나19 발병
으로 인한 의료품의 수요 증가가 1분기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
- 식품이나 유가 등을 제외한 근원(Core)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대비 3.5% 상승
- 분야별 전년 동기대비 소비자물가(CPI)는 식품이 10.2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건축자재 5.42%, 교육 4.48%,
제약 및 의료서비스 3.23% 등이 상승하였으며 우편 및 통
신은 0.65% 하락함
< 최근 베트남의 CPI 증가율 (%)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PI 9.10 6.60 4.10 0.60 4.74 3.53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18 2019
3.54 2.79

2020년
1/4분기
5.56

< 최근 베트남의 전월대비 CPI 증가율 (%) >
CPI 증가율

’19. 4 ’19. 5 ’19. 6 ’19. 7 ’19. 8 ’19. 9 ’19. 10 ’19. 11 ’19. 12 ’20. 1 ’20. 2 ’20. 3
CPI 0.31 0.49 △0.09 0.18 0.28 0.32 0.59 0.96 1.4 1.23 △0.17 △0.72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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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PPI)

ㅇ ’20년 1/4분기 농림수산 생산자물가(PPI)는 전년 동기대비
5.97% 증가하였고 산업 생산자물가(PPI)는 1.05% 증가함
- 부문별 생산자물가(PPI)는 전년 동기대비 농산물이 7.83%
증가, 임산물이 0.10% 감소, 수산물이 전년 동기대비 1.10%
증가 기록
- 광산물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6.35% 증가, 제조업은
전년 동기대비 0.57% , 전력은 전년 동기대비 3.94%, 상하
수도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34% 상승 기록
ㅇ 서비스부문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2.28% 증가
- 숙박 및 푸드서비스는 2.37%, 정보통신 분야는 0.49%, 교육
은 4.15% 각각 증가한 반면 운송 및 보관 서비스는 1.91%
감소
< 최근 베트남의 PPI 증가율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림수산 4.62 0.28 1.71 0.24 1.98 1.31
산업생산 3.26 0.58 0.49 2.82 3.09 1.25
서비스 - 1.28 2.38 3.63 2.98 2.94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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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4분기
5.97
1.05
2.28



환율 및 외환보유고

ㅇ ’20년 3월 31일 기준 베트남중앙은행의 고시환율은 1USD=
23,235VND을 기록함
- 1분기 베트남동(VND)은 달러대비 1.3~1.5% 평가절하 되었
으나 환율변동이 컸던 주변국가에 비해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함
- 베트남중앙은행은 지난 4월 10일 컨퍼런스에서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시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 안정을 도
모할 것이라고 발표함
- 베트남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지속적인 외국인투자로 인
한 달러의 유입으로 베트남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ㅇ 베트남중앙은행은 1분기 외환보유액이 840억 달러를 달성했
다고 발표함
- ’20년 1/4분기 무역수지는 37억 달러를 흑자를 기록하여 외
환 보유액에 증대에 기여
< 환율 및 외환보유고 (VND, 억 달러) >

2020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4분기
환율(1US$당) 21,036 21,246 21,458 22,715 22,425 22,825 23,155 23,235
외환보유고 320 342 396 410 520 575 800 840

자료: The State Bank of Vietnam, ADB,
* 주：1) 환율은 중앙은행 고시 기준환율, 시중은행 실거래환율은 ±1% spread 가능
2) 외환보유고는 베트남중앙은행의 언론발표를 참고함

- 4 -

3. 고용

ㅇ ’20년 1/4분기 실업률은 2.22%를 기록
- 도시지역 실업률은 3.18%, 도시 이외 지역 실업률은 1.73% 기록
- 15-24세 실업률은 7.01%이며 도시지역은 9.91%, 도시 이외
지역은 5.77%를 기록
< 연도별 실업률(%)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업률 2.3 1.99 2.2 2.08 2.31 2.30 2.24 2.0 1.98

2020년
1/4분기

* 자료: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ㅇ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5,420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만 명 감소
- 노동 인구의 산업별 구성비는 1차 산업 종사자 33.5%, 2차
산업 30.5%, 3차 산업 36% 차지
- 전년 동기대비, 1차 산업 종사자는 1.9% 감소하였으며 2차
산업 종사자는 1.9% 증가, 3차 산업 종사자는 변동 없음

4. 전망

ㅇ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초 설정한 6.8%의
성장목표를 5%로 하향 조정하였고 물가상승률은 4% 미만
으로 설정함
- IMF는 베트남의 성장률을 2.7%로 예상, 아시아개발은행은
4.8%, 신용평가사 피치는 3.3%로 전망하는 등 기존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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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치를 하향조정함
- 연초 목표치에서 하향 조정하였으나 각 기관의 전망치는 아
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로서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음
- 1/4분기 주요 경제대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베트남은 3.8%의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자금 유입 등 성장률 달성
에 긍정적인 상황임
ㅇ 반면 주요 소비시장인 선진국의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베트
남의 경제 성장목표 달성에 영향을 끼칠 전망
- 베트남 섬유산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 2월에는 중국
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3월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의 발병확대와 함께
발주 감소 및 취소 발생
-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중에서도 생산공장을 정상 가동하도
록 하였으나 신규주문이 없어 가동률은 낮아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였으며 사태가 지속 될 경우 Zara 등의 대형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공급망이 불안정해져 향후 수요 회복에도 공
급을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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