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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9년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71억 6,97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세안 국가 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 발전, 도시화 등 사회 변화와 더불어 가공식품 시장은 2024년까지
매년 8.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목은 유제품, 유아식품, 쌀·면류, 소스류 등이며 최근 스포츠
음료와 시리얼, 요거트류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의 8위 수입국으로, 2018년 베트남의 對한국 가공식품 수입액은 1억
4,495만 달러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혼합음료, 김, 인삼차, 라면 등이며 혼합음료와
라면의 경우 2013년 대비 수입액이 각각 18.9배, 9.0배 증가하였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다양한 사회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기준이 바뀌고 있으며, 가공식품 시장의 경우 크게 3가지 트렌드가 두드러진다.
첫째, ‘간편성 추구’이다. 급속한 도시화와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리얼바, 곡물과자, 유동식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이 아닌 마트와 편의점의 유통비중이 점차 확대 되면서 냉동식품
등 다양한 즉석식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둘째, ‘고품질 선호’이다. 최근 베트남에서 다수의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식품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정보를 꼼꼼하게 따지는
한편 고가이더라도 품질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천연원료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 또한 이러한 트렌드를 보여준다.
셋째, ‘신세대 소비층 부각’이다.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중반 태어난 Z세대
(Generation Z)는 2025년 베트남 경제활동인구의 20%(약 1,500만 명)를 차지하는
주요 소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나 유튜브를 통해 접한 한국
음식에 대한 호감이 높고. 새로운 메뉴를 체험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제품
구매 시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을 선호하며, 맛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제품 패키징 등 다양한 측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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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공식품 시장은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과 현대식 유통망 확충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우리 기업은 현지 소비 트렌드를 고려해 품목 선정,
마케팅 방안 수립 등 세심한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간편식 시장에서는 아침식사 대용식과 편의점 등 현대식 유통망의 활용에 주목
해야 한다. 시리얼 제품에 건강 및 다이어트 보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년층
소비자에게는 선식, 미숫가루, 죽 등 한국식 식사대용 제품 판매가 유망하다.
가정간편식(HMR)과 밀키트(Meal Kit) 형태의 즉석식품 도입과 편의점을 활용한
우리나라 분식 메뉴 확대도 검토해 볼 만하다.
건강을 강조한 프리미엄 상품 개발과 높은 식품 안전성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도
요구된다. 건강음료,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프리미엄 상품 개발과 오미자,
흑마늘 등 현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한국 농산물을 다양한 가공식품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Z세대 공략을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기반한 이미지 마케팅을 활용해야 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활용한 SNS 마케팅이나 웹드라마 제작 등 감성 마케팅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정보제공형,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를 통한 간접 홍보도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소비자 입맛, 기후 등을 반영해 제품을 현지화하되, 한국 상품으로서의 브랜드
차별화도 필요하다. 한국 상품의 특색을 모방하는 현지 유사품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제품의 맛과 특색을 브랜드화하여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를 줄 필요가 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2위 교역국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이 높아 우리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 베트남 시장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한다면 품질, 맛,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강점을 갖춘 한국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아세안 화장품 시장 진출 방안

본 문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베트남은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주요 신흥시장으로 부상
● 베트남은 2014~18년 연평균 6.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 베트남은 9,600만 명의 풍부한 인구와 중위 연령 32.5세의 젊은 인구구조를
갖추었으며, 경제 개방 이후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며 차세대 제조
기지로 성장
- IMF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는 2024년까지 매년 6.5%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힘입어 국민의 소득수준 또한 크게 향상
- 2019년 베트남 1인당 GDP는 2,740달러로 10년 만에 2.3배 증가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0년 베트남 인구의 7.7%에 불과했던 중산층 비중이
2016년 13.3%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26%에 달할 전망1)
● 베트남은 가파른 소득수준 향상과 역동적인 인구구조 등을 바탕으로 아세안의
핵심 소비시장으로 부상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은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과 현대식 유통망 확충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 바쁜 경제활동을 하는 도시 인구가 늘면서 즉석식품, 과자, 유제품 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또한 식품안전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고가이더라도
품질과 성분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 베트남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은 이러한 구매 의사를 뒷받침
1) 중산층은 2011년 구매력 평가(PPP) 기준 일평균 소비액이 15달러 이상인 인구를 지칭 (자료: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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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편의점 등 현대식 유통망의 발전으로 가공식품 시장 성장 가속화
-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신선식품을 요리하는 대신 현대식 잡화점에서 신뢰할
만한 브랜드의 가공식품을 구매하여 조리해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 또한 베트남 전체 편의점 수가 3,000여개로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가공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판매처가 되었으며, 간단한 취식 공간과 즉석조리식품을
갖춰 길거리 음식을 대체하는 추세

본 보고서는 베트남의 가공식품 시장 동향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당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2위 교역국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이 높음
- 온라인과 SNS를 통해 한국 드라마, K-Pop 등 한류콘텐츠가 확산되면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과 친숙도가 상승한 점도 우리 기업에 기회
● 다만 베트남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 현지 가공식품 산업이 확대
중이며, 식문화가 유사한 인접 아세안국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을 본격화하며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 따라서 베트남의 가공식품 소비 추세와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한
차별화된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시장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한다면 품질, 맛,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강점을 갖춘 한국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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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 동향
1.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 개요
2019년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71억 6,970만 달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6.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식품산업은 베트남 GDP에서 19%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며, 가공식품 시장은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아세안 국가 중 높은 성장세를 보임
- 베트남의 식품산업은 제조업 생산 중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GDP 생산의
19%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2)
- 지난해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71억 6,970만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4위이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8%로 아세안 국가 중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농수산물 가공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 발전 전략’)하고, 관련 정책을 통해 지원할 계획3)
● 2024년까지 매년 8.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아세안 국가별 가공식품 시장 규모(2019년)> <아세안 주요국 가공식품 시장 성장률 전망>

자료 : 유로모니터 (*담배, 주류 제외), 연도별 평균 환율 기준
2) 자료 : Fitch Solutions
3)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 : 업종/지역별 균형적인 산업구조 개발 및 분야별 첨단기술화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경제 정책. 2025년까지 산업 부가가치 연간성장률 7.0~7.5%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기계공학, 화학,
전자 및 통신 산업, 농수산물 가공업을 우선 개발 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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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높은 성장세는 경제 발전 및 최근 사회 변화와도 관련이 있음
- 베트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6.6%의 높은 GDP성장률과 함께
가구당 연간 소비지출액이 연평균 8.1% 상승함4)
<베트남 가계 소비지출액 추이>

자료 : CEIC, 연도별 평균 환율 기준

- 2019년 베트남 국민의 연간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 지출 비중은 40.3%로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연평균 7.9% 상승5)
- 정부의 출산율 관리 정책을 통한 평균 2.1명의 출산율 유지 노력과 1% 후반대의
높은 인구 성장률도 향후 식품 시장의 수요 확대 요인6)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의 주요 품목으로는 유제품, 유아식품, 쌀/면류, 소스류 등이
있으며, 최근 스포츠 음료와 시리얼, 요거트류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베트남은 가공식품 중 유제품 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고, 높은 출산율로 인해
유아식품 시장도 지속 성장 중
- 또한 음식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소스류의 수요도 높을 뿐 아니라,
주식인 쌀과 면 가공식품의 비중도 큼
4) 2014~2018년 기준(자료 : World Bank)
5) 담배, 주류 제외(자료 : 유로모니터)
6) Vietnam’s National Population Strategy until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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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능성 음료와 건강·간편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지난 5년간 해당
품목의 성장률이 급상승함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포츠음료 시장과 에너지음료 시장의 매해 성장률은
각각 15.8%, 11.5%로 기능성 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또한 시리얼 등 간편식과 요거트 등 건강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같은 기간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임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 품목별 비중>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 성장률 상위 품목>
연번

2014~19년
성장률
(CAGR)

품목명

1
2

스포츠음료
시리얼

15.8%
12.4%

3
4
5

생수
요거트류
에너지음료

12.2%
11.8%
11.5%

6
7

주스
아이스크림 및 냉동 디저트류

11.3%
10.6%

자료 : 유로모니터

* ’14~’19년 중 매년 10%이상 성장한 품목

2. 베트남 가공식품 수입 시장 동향
2018년 베트남 가공식품 수입 시장은 37억 2,84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1%
성장7)
● 최근 5년간 가공식품 수입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4.9%로, 내수 시장을 합친
전체 가공식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하회
- 베트남 식품 제조업이 기술 발전과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공식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세를 나타냄

7)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산업별·품목별 수출입 분류체계) 기준상 농·축·산 가공품, 기호식품, 식물성
물질, 식물성 재료 등으로 분류되는 HSK 10단위 783개 품목을 가공식품으로 정의함(주류, 담배 등 제외). 단 세계
공통 HS코드는 6단위까지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HS 6단위 30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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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아세안의 對세계 수입액 중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17.1%인 반면,
對세계 가공식품 수입에서 베트남의 비중은 11.3%로 낮은 편
●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조제식료품(건강기능식품, 보충제 등), 팜유, 밀크·
크림 등 낙농품, 유아용 분유 등
<베트남 가공식품 수입 추이>

자료: ASEANStats

최대 수입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인근 아세안국과 미국, 중국 등임
● 2018년 對말레이시아 및 對인도네시아 가공식품 수입액은 각각 5억 1,785만
달러, 5억 717만 달러이며 수입의 절반 이상이 팜유
- 말레이시아는 베트남 가공식품 수입시장의 13.9%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팜유, 조제식료품, 음료 등을 주로 수출
-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요 수입품인 팜유와 비스킷·와플 등 베이커리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액이 5년 만에 2.0배 증가했으며, 수입 순위도 4위에서
2위로 상승
● 미국으로부터는 조제식료품과 낙농품을 주로 수입
- 對미 수입액은 2015~2016년 감소세였으나, 2018년 밀크 파우더 등 낙농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수입이 27.6% 증가
● 태국으로부터는 혼합음료, 분유 등이 주로 수입되며,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
되는 품목은 과당·포도당 등 당류와 조제식료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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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공식품 상위 수입국 추이>
(백만달러, %)

’14-’18
CAG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09

661

536

583

659

518

인도네시아

261

250

261

370

352

507

14.2

미국

400

417

358

292

297

379

-1.1

태국

260

261

301

335

279

359

6.6

중국

274

276

222

195

253

303

2.0

뉴질랜드

196

238

222

270

232

298

8.7

싱가포르

130

154

168

177

211

292

17.6

대한민국

60

41

77

96

109

145

19.4

독일

69

77

84

74

97

104

8.6

일본

27

29

42

67

74

87

26.4

전체

2,937

3,148

3,006

3,205

3,296

3,728

4.9

말레이시아

-3.2

자료 : ASEANStats

한국은 베트남의 8위 수입국으로, 2018년 베트남의 對한국 가공식품 수입액은
1억 4,495만 달러
● 2013년 5,968만 달러에 불과했던 對한국 가공식품 수입액이 5년 새 2.4배
증가
-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9.4%로, 베트남의 對세계 가공식품 수입 성장률
(4.9%)을 크게 상회
● 주요 수입 품목은 혼합음료, 기타 조제식료품(김, 커피크리머, 인삼차 등),
과당시럽, 라면 등
- 2018년 혼합음료 수입액은 2013년 대비 18.9배 증가했으며,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웅진식품의 쌀음료 ‘아침햇살’ 외에 식혜, 인삼음료 등 한국
적인 전통 음료가 주로 수입됨
- 조제식료품 중에서는 김, 커피크리머, 인삼차, 홍삼차 등이 인기이며, 최근
5년간 수입액이 9.0배 증가한 라면 품목의 경우 삼양식품의 ‘불닭 볶음면’
등 매운맛을 내세운 제품의 수입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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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한국 상위 가공식품 수입 품목 추이>

주 : HS 6단위 기준(혼합음료 2202.99, 조제식료품 2106.90, 과당시럽 1702.60, 라면 1902.30, 분유1901.10)
자료 : ASEAN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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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 주요 트렌드
① 간편성
급속한 도시화와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로 간편한 식사에 대한 수요 증가
● 최근 도시를 중심으로 시간 절약과 편의성을 위해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간편한 가공식품 소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베트남인은 소득대비 평균 아침식사 지출비용이 높은 편8)
- 신선한 식자재를 직접 요리해 먹는 문화가 있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바빠진
일상에 맞추어 아침식사도 간편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
※참고 : 베트남의 아침식사 문화 변화9)
- 90년대 이전 : 밥, 국, 느억맘(베트남 생선소스) 중심의 전통 식사를 집에서 차려 먹음
- 90년대~2000년대 : 길거리 매장에서 아침식사로 쌀국수를 사먹음
- 2010년 이후 : 마트에서 구입한 아침식사 대용 식품을 집에서 먹고 가거나, 편의점에서 즉석
조리 식품을 섭취

● 베트남 도시 인구는 2000년대 들어 매년 3%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2000년 24.4%에 불과했던 도시화율(도시지역 거주 인구비율)이 2018년에는
35.9%로 크게 증가
- 베트남 도시화율은 여전히 세계 평균(55.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앞으로도 도시 인구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
● 특히 베트남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8)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노이 거주자의 아침식사 비용은 일평균 수입의 12%를 차지하며, 이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평균치인 4.8%의 약 2.5배에 달함(자료: Bloomberg Global City Breakfast Index, 2017.3.2)
9) 자료 : 한국과 베트남의 음식문화 비교연구(이종수,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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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베트남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6%로 세계 평균
(47.9%)을 크게 상회하며,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47.8%로
남성(52.2%)과 비슷함10)
- 일본 종합 연구소가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치민·하노이 거주
응답자의 98%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베트남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가구소득이 늘면서 가공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과 지불의사가 증가
<베트남 도시화율 추이>

<베트남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 UN, World Bank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이나 조리가 간단한 즉석식품이 인기
● 베트남은 라면 소비량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나라로 2018년 한 해 동안
52억 개의 라면이 소비되었으며, 1인당 평균 소비량이 53.9개로 세계 평균
(13.6개)을 크게 상회
- 맵고 새콤한 새우 맛 라면이 가장 대중적이고, 현지인이 즐겨먹는 쌀국수
포(Phở)처럼 쌀로 만든 면이나 쫄깃한 식감의 면류를 선호함
- 일본의 에이스쿡(Acecook)과 현지 기업 마산(Mason) 등이 높은 시장점유율 차지
- 한국 라면은 베트남 수입시장 1위로 2018년 라면 수입액 중 對한국 수입이
55.7%(1,308만 달러)를 차지하며, 농심, 팔도, 삼양 등 기업이 진출해 있음
10) 세계 평균 경제활동인구 성비는 여성 39.0%, 남성 61.0%(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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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온에서 바로 먹거나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 수요도 급증
-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스프링롤’로 새우, 게 등 해산물이나 육류가 첨가된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 다양한 맛과 종류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음
- 베트남 기업 비산(Vissan)이 현지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양한 제품군을
바탕으로 시장 1위를 점하고 있음
- CJ제일제당이 2016년 현지 기업 까우쩨(Cau Tre)를 인수해 설립한
CJ까우쩨가 고급화 마케팅과 한국식 맛 등을 앞세워 시장 2위로 급성장
●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소포장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이
출근 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시리얼 바, 곡물 과자, 유동식 등도 인기

냉장·냉동 유통기술을 갖춘 현대식 잡화점이 가공식품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유통
채널로 부상
● 가공식품 매출의 14.9%가 현대식 잡화점을 통해 유통되며, 재래시장과 기타
유통방식(전문점, 인터넷쇼핑 등)이 각각 80.2%, 4.8%를 차지
- 2005년 가공식품 매출의 5.1%에 불과했던 현대식 잡화점은 쿱마트(Co.opMart),
빅 씨(Big C) 등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 체인이 성장하면서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재래식 식료품 시장 판매 비중>

<현대식 점포 판매 비중>

주 : 포장식품 기준
자료 : 유로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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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편의점은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려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기
- 냉방시설과 조리기계 등을 갖춘 편의점은 노점상에 비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판매 식품의 위생 수준이 높아 선호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음
- 2019년 5월 기준 베트남 내 편의점 수는 3,125개로, 이는 2016년 1,522개에서
2배가량 증가한 수치11)
- 빈 그룹(Vin Group)이 운영하는 빈마트 플러스(VinMart+)가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통해 최다 점포(1,46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클케이(Circle K),
패밀리마트 등 글로벌 체인들도 점포를 늘려나가는 추세
● 한국 기업 중에서는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각각 하이퍼마켓 체인 2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S25는 50여개의 편의점 매장을 운영 중
- 음료, 라면, 삼각 김밥 등 베트남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국 제품들을 다양하게
취급해 타 체인과 차별화하고 있음

11) 자료: Q&Me Vietnam Market Research, Vietnam retail store (modern trade) statu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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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품질
식품 위생·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최근 베트남에서 다수의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짐
- 2016년 필리핀 기업 URC가 생산하는 인기 녹차음료 ‘C2’와 에너지음료 ‘롱도
(Rong Do)’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되면서 대량 리콜 사태가
발생
- 2019년 3월에는 박닌 성에 위치한 21개 유치원에서 촌충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급식으로 제공되면서 200여 명의 원생이 집단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
● 베트남 소비자들은 점차 식품 정보를 꼼꼼하게 따진 후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고가이더라도 품질이 좋은 가공식품 소비를 선호
- 판매 제품의 출처가 불분명한 재래시장의 구매 비중이 줄어든 반면,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 등 유통경로가 안전한 현대식 잡화점의 비중 급증
- 베트남 정부도 식품 위생 및 검역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면서 식품
안전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음
● 베트남 내 가파른 임금 상승과 가계 소득 향상은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 함

베트남 소비자들은 식품 섭취 시 건강과 영양을 중시
● 닐슨 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 응답자의 89%가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라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88%는 식품 구매 시
라벨 상의 영양 정보를 주의해서 읽는다고 답변
- 특히 칼슘,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강화된 식품일수록 지불 의사가
높고, 구매 시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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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류의 경우 튀기지 않고 구운 과자나 밀가루 대신 쌀로 만든 과자, 비타민이나
칼슘이 함유된 과자를 소비하는 등 건강을 고려
- 우리나라의 오리온제과는 카카오 함량을 높인 ‘초코파이 다크’나 현지 생감자를
사용한 감자칩 브랜드 ‘오스타’ 등을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음
● 베트남은 타 아세안국에 비해 차 음료 및 에너지음료의 소비 비중이 높고,
탄산음료 비중은 낮은 편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녹차, 우롱차 등 차 음료가 베트남 음료 시장의 35.4%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 품목으로, 2위인 탄산음료(22.0%)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최근에는 안전한 식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생수 시장이 급성장했으며, 과거
직접 과일을 착즙해 주스를 만들었던 베트남인들이 사먹는 주스를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주스 소비량도 급증

천연 식재료 및 건강보조식품 소비도 증가
● 인공조미료나 소스를 대체하는 천연 식재료가 인기
- 단 맛을 선호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은 음식에 시럽이나 설탕 등 감미료를 많이
넣는 편인데, 최근에는 단 맛을 내는 풀이나 꿀, 코코넛, 메이플 시럽 등 건강한
천연 감미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또한 인공조미료 대신 타마린드, 주니퍼(향나무), 메이플 등 야생 식물을
가공한 천연 향신료가 인기
● ‘슈퍼 푸드’로 알려진 비트, 아사이 등으로 만든 파우더나 햄프 씨드, 올리브유
등 영양분이 풍부한 식재료가 각광받고 있음
● 비타민, 오메가3 등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별도로 섭취하는 소비자도 많아짐
- 특히 베트남 소비자들은 일반 영양제보다 전통적인 약초 성분의 건강보조식품을
더 많이 구매하며, 인삼이나 홍삼이 함유된 제품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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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세대
젊고 구매력을 갖춘 신세대 소비자들이 소비문화 주도
● 베트남은 중위연령이 32.5세에 불과하고 젊은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
10~20대 소비자들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12)
- 베트남의 15~2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2%로, 세계 평균과 한국의
경우 각각 41.8%, 31.5%에 불과한 것에 대조적13)
● 신세대 소비자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소비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유행에 관심이 많으며, SNS를 통해 제품에 대한 구매 경험이나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데 적극적임
- 베트남은 모바일 및 인터넷 사용률이 높아 온라인을 통해 전파되는 신세대
소비자들의 영향력이 특히 높음
* 베트남의 인구 100명 당 모바일 가입자 수는 147.2명으로 세계 14위(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 기준, 141개국 대상)이며, 인터넷 사용률은 70.3%로 약 6,70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

신세대 소비자들은 새로운 메뉴와 이국적인 음식에 호기심이 많고 외식을 즐김
● 제품 구매 시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을 선호하며, 맛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제품 패키징 등 다양한 측면에 민감하게 반응
- 인터넷을 통해 제품 정보를 수집한 뒤 가격 대비 품질이나 프로모션 혜택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소비 의사결정을 내림
●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등 외식 문화를 통해 외국 음식에 친숙함
- 신세대 소비자들은 현지 길거리 음식뿐만 아니라 KFC, 피자헛 등 외국 매장을
즐겨 이용
- 서양식 식습관이 일반화면서 시리얼, 잼, 유제품 등 간단한 아침 식사용 식품이나
출근길에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요거트, 드링크형 시리얼의 수요도 높음

12) 2020년 기준 (자료: UN Population Prospects)
13) 2019년 기준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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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드라마나 유튜브를 통해 접한 한국 음식에 대한 호감이 높고. 새로운
메뉴를 체험해보는 것을 좋아함
- 드라마를 통해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치맥 문화’가 소개되면서 치킨 체인점
BBQ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롯데리아, 뚜레주르, 파리바게트 등 한국식
패스트푸드나 베이커리도 인기
- 베트남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닭강정, 붕어빵 등 한국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은 수백만 명이 조회할 정도로 한식에 관심이 많으며, 현지
GS25 매장에서는 즉석떡볶이, 삼각 김밥 등이 인기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중반 태어난 Z세대(Generation Z)가 차세대
소비층으로 부상
● 베트남의 Z세대는 급격한 경제 발전과 대외 개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태어나
해외 문화에 개방적이며,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접해 디지털
콘텐츠 및 IT기기 사용에 능숙함
- 제품 구매 시 자신의 개성을 우선시하고, 동영상 콘텐츠와 온라인 쇼핑에
친숙함
● 닐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에 이르면 Z세대는 베트남 경제활동인구의
20%(약 1,500만 명)를 차지하는 중요 소비층이 될 전망
- Z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70~80%의 응답자가
가족과 함께 식료품 쇼핑을 할 때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며, 54%의 응답자가
외식 메뉴를 자신이 정한다고 응답함
- 또한 Z세대는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편으로, 응답자의 40%는 자신이 선호
하는 브랜드가 있더라도 새로운 브랜드를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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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진출 전략
1. 한국형 아침식사 대용 식품으로 편의점 등 현대식 유통망 공략
아침식사 대용식 시장의 확대 속에 우리나라의 선식, 미숫가루, 죽 등의 진출도
가능
● 빵과 시리얼이 아침식사 대용식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이 중 시리얼은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면서 최근 시장이 급성장 중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시리얼 식품은 차가운 우유와 함께 먹는 ▲과자형 시리얼
(RTE, Ready-To-Eat Cereals)과 곡물을 납작하게 말려 따뜻한 우유와 함께
먹는 ▲핫 시리얼(Hot Cereals), ▲시리얼 바(Cereal Bar)등의 형태가 있음
<과자형 시리얼>

<핫 시리얼>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 과자형 시리얼은 청소년 층 수요가 많은 반면, 핫 시리얼은 30대 이후 연령층에서
선호가 높음. 시리얼 바는 식사대용 및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기도 높은 편임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시리얼 바>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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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별 맞춤형 시리얼 제품과 한국식 아침 대용식을 통한 시장 공략
- 어린이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리얼 제품에 건강 및 다이어트 보조
기능을 강화하여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건강한 한국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
* 최근 귀리가 체중감소에 효과적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 이후 한국산 ‘귀리 시리얼바’가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

- 중장년 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화가 잘되고 섭취가 간편한 선식, 미숫가루,
죽 등 다양한 형태의 한국식 식사대용 제품을 소개

가정간편식(HMR), 밀키트(Meal Kit), 편의점을 활용한 즉석 조리 식품에 주목14)
● 중산층 확대에 따른 냉장고, 전자레인지 보급 증가와 냉장·냉동 유통 인프라
확대로 즉석식품 시장의 성장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
- 베트남의 냉장 가전제품 및 전자레인지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즉석
식품 시장 규모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됨
<베트남 냉장 가전제품 및 전자레인지 판매량>

자료 : 유로모니터

<베트남 즉석식품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장규모

71.7

76.6

82.9

91.8

100.3

110.3

122.3

136.3

152.6

171.5

성장률

8.9

6.7

8.3

10.8

9.3

10.0

10.8

11.4

12.0

12.4

주 : 레디밀(Ready Meal) 기준
자료 : 유로모니터

14) HMR : Home Meal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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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콜드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마산(Masan) 등 현지 주요 식품업체들도 관련
투자를 확대15)
<베트남 콜드체인 부문 투자 인센티브>
- 최초 3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 기계·설비 구매를 위한 대출금 100% 지원
- 최초 2년간 이자 100% 지원
- 관련 부지 정리를 위한 정부 보조금 20% 지원
자료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농업 및 양식업의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정책에 관한 결정
(Decision No. 63/2010/QĐ-TTg)’

● 다양한 한국식 즉석식품을 현지에 소개하고 베트남 소비자의 선호 테스트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시장 진출기반 마련
- 베트남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관심 및 인기는 상당히 높은 편이나, 한국식
즉석식품을 다양하게 접해볼 기회는 부족
- 다양한 한국식 즉석식품을 소개하여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
진출에 적합한 제품 선정
※다양한 한국식 HMR 제품 도입을 통한 마케팅 성공 사례 : 아워홈
- 아워홈은 삼계탕, 육개장 등 찌개류 HMR과 생수, 어묵, 조미김 등 다양한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음
- 이 중 삼계탕은 현지에서 ‘보양식’으로 인식되어 높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2017년 35개점에
불과하던 현지 유통망도 2018년 110개점으로 증가

- 또한 조리문화가 발달한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밀키트(Meal Kit) 제품을 현지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16)

15) Cold Chain : 저온 냉장·냉동 유통
16) Meal Kit : 모든 재료와 양념 등이 준비되어 동봉된 HMR 제품으로 볶기, 끓이기 등 간단한 조리를 통해 방금
요리한 것 같은 맛을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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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MR의 구분>
즉석 섭취 식품(RTE : Ready to Eat)
: 별도의 조리없이 바로 섭취 가능한 음식
* 도시락, 샌드위치, 김밥 등
완조리 식품(RTH : Ready to Heat)
: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단시간 데운 후 섭취 가능한 음식
* 즉석밥, 레트르트 제품 등
반조리 식품(RTC : Ready to Cook)
: 비교적 장시간 데우거나 간단한 조리 후 섭취 가능한 음식
* 냉동만두, 냉동 볶음밥 등
신선편의 식재료(Meal Kit)(RTP : Ready to Prepare)
: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레시피가 동봉되어 있는 제품
* 찌개 키트, 나베 키트 등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 건강 기능을 강화한 프리미엄 상품 개발 및 식품 안전성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 수립
기능성·고품질 제품 개발과 함께 한국산 우수 농산물 활용
● 분유, 유아식품, 건강음료, 홍삼 등 건강 관련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 중심의
프리미엄 상품 개발
- 분유 및 유아식품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고가의 수입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격도 타국 제품 대비 약 1.5배 정도 높은편
- 소화기능 개선, 체중 증가, 면역력 강화, 지능 발달 등 영양성분을 보강한
기능성 제품으로 시장 공략
※프리미엄 분유 마케팅 성공 사례 : 롯데 푸드
- 2014년 베트남에 분유를 수출한 이래 연평균 50% 이상 성장
-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목장원유 ▲모유 유래 생유산균 ▲특허
받은 식물성 DHA ▲장건강을 위한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시스템 등을 적용한 고품질 제품 판매 중
-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베트남 분유시장 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입지를 구축

- 음료 시장에서도 비타민, 무설탕, 항산화 등의 트렌드에 맞춘 기능성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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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음료 개발 및 수출계약 성공 사례 : 링티
- 국내 특전사 군의관 출신 개발진이 강도 높은 훈련으로 탈진
하는 병사들을 돕기 위해 마시는 링거 제품을 개발
- ‘링티’로 불리는 링거워터 제품은 빠른 수분 보충과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카페인, 설탕,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점을 집중
홍보
- 지난해 베트남 현지 건강식품 유통기업인 ‘크레아셀’과 4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

- 단순히 건강한 제품이라는 문구보다는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라벨링 및 홍보를 통해 강조해야 함
● 현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한국 농산물을 다양한 가공식품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
- 맛과 향이 독특한 오미자로 만든 잼이나, 마늘을 숙성하여 항산화 성분을
강화한 흑마늘 제품도 현지 진출 가능17)

한국 제품의 높은 식품안전성 및 신뢰도 활용
● 식품안전성 인증을 획득하는 한편, 홍보를 통한 ‘안전 식품’ 이미지 강화
- 베트남 현지 인증보다 소비자 신뢰성이 높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GMP(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국내 및 국제 식품 안전 인증을 획득
- 베트남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제도인 VietGAP을 획득한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
* Viet GAP : 베트남에서 시행되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으로
2008년,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가 도입. 선진화된 가공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식품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 제도

<VietGAP 인증 마크>

자료 : VietGAP 공식 페이스북
17) 최근 흑마늘이 현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며 베트남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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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선물문화를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마케팅 및 시장세분화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
● 선물문화가 발달한 베트남 특성을 고려해 현지 설날 혹은 추석을 겨냥한 선물용
프리미엄 상품 출시
- 선물 제품으로는 고급 스낵(쿠키 등), 홍삼 가공품(젤리 등), 콜라겐·항산화
미용식품, 천연약초를 사용한 차(tea) 등이 주목받고 있음
<명절 선물로 인기 있는 고급 쿠키>

<베트남 홈쇼핑 : 명절 홍삼 판매>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 단순히 고가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지역별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우선 진출
지역을 선정하고 기능과 포장을 고급화하는 마케팅이 필요
● 또한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유아용 영양보충, 여성용 미용기능, 노년층 건강
보조 등 시장 세분화를 통해 목표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차(tea) 시장의 경우 맛과 향, 다이어트를 중시하는 여성 고객을
위한 ‘꽃 차류’와 건강 약재를 선호하는 노인 고객을 위한 ‘한방차류’로 시장
세분화 및 틈새시장 공략 가능

3.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이미지 마케팅으로 Z세대 공략
베트남 핵심 소비자층인 2030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마케팅
●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의 효과가 큼
- 베트남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중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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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이트별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 비중>

자료 : Vietnam Digital 2019 Overview(Hootsuite, 2019.2)

- 베트남 현지의 음식 리뷰 전문 유튜버와 협력을 통한 마케팅은 파급력이 높아
상당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베트남 주요 음식 관련 유튜버 >
WOOSSI TV
구독자 수

약 152만명

조회수

약 3억 3천만뷰

특징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 중
최대 구독자 보유. 베트남어로 방송 진행
Mon An Ngon

구독자 수

약 141만명

조회수

약 3억 7천만뷰

특징

현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을 직접 요리하고 시식
Prinsess Banh Bao

구독자 수

약 696만명

조회수

약 18억뷰

특징

캐나다 거주 베트남인으로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체험

- 단일 플랫폼만을 활용하기 보다는 유튜브(동영상 콘텐츠)와 페이스북(SNS
마케팅)을 동시에 활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웹드라마를 통한 감성 마케팅과 정보제공형,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를 통한
이미지 마케팅도 젊은 세대의 관심을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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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드라마를 통한 마케팅 성공 사례 : 오스타(O’Star) 감자칩
- 오리온은 2017년 베트남 인기 가수인 이삭을 주인공으로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회당 최고 488만 뷰를 기록하였으며,
관련 제품(O’Star)은 베트남 감자칩 시장 1위를 석권

- SNS를 통해 건강, 운동, 뷰티, 맛집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련 제품을
홍보하거나 요리대회, 조리법 공모전, 공익 캠페인 동참 등 소비자가 참여
가능한 행사를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도 좋은 전략임
※스포츠 등 건강한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 성공 사례 : 미국 네슬레社
- 현재 베트남에 5.2억 달러를 투자하여 6개 공장을 운영 중인 美 네슬레社는 6~12세 어린이
들을 대상으로 ‘마일로’(우유에 타먹는 초콜릿 파우더) 제품을 출시
- 어린이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분 함유를 강조하는 한편 농구, 수영 대회 등 베트남 어린이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꾸준히 지속
- 마일로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에 힘입어 2018년 베트남의 ‘우유 및 우유 대용품’ 부문 최다
선택 브랜드 순위에서 해외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칸타 월드패널 조사). 현재
드링크와 바 형태의 스낵 등으로 제품 카테고리 확장

- 또한 베트남 문화에 기반해 특정 기념일에 한국 음식을 먹는 유행을 만드는 등
스토리텔링형 마케팅도 가능
* 예를 들어, 매해 첫날 액땜을 위해 매운 한국 음식을 먹는다거나, 연인간 기념일에 헤어지지
말자는 의미로 쫀득한 떡볶이를 먹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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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 소비자 입맛, 기후 등을 반영해 제품을 현지화 하되, 한국
상품으로서 브랜드 차별화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합한 현지화 전략 수립
● 현지인들이 익숙한 식재료를 활용하는 한편 패키징도 현지의 날씨, 문화 등을
고려
- 현지 해산물과 옥수수를 넣은 한국식 만두는 베트남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
※현지화 제품 개발 사례 : 비비고 만두
- CJ 제일제당의 대표적인 냉동만두 제품인 ‘비비고 왕교자’의
경우 만두피가 얇고 고기와 야채가 많은 한식 만두의
형태를 유지하되,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해산물, 옥수수를
추가하여 다양한 맛으로 현지화
- 또한, 열악한 현지 교통 인프라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이동과정 중 제품이 녹고 서로 달라붙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비닐 파우치가 아닌 플라스틱 트레이(Tray)에 낱개로 구분하여 포장함

- 현지인들에게 친숙한 쌀을 활용한 쌀 과자, 식혜 등도 주목 받고 있음
- 시장조사 및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베트남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현지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
※바이어 니즈에 부합하는 현지화 제품을 통한 수출 계약 사례 : 홍삼
- 홍삼제품 생산업체인 P 인삼영농조합은 베트남 시장 진출을 추진
- 현지 바이어는 베트남 판매를 위해 기존 한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차별화를 요구
- 이에 P사 베트남인들이 선호하는 약재 및 기능성 재료가 첨가된 퓨전 홍삼
제품을 개발하여 베트남 TV 홈쇼핑에 납품하는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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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뿐만 아니라 유사 제품들과의 확실한 차별화 전략도 중요
● 한국 상품의 특색을 좇는 현지 유사품이 많아 우리기업과의 경쟁구도 심화
※한국 제품과 유사한 현지 제품 사례 : 두유
- 한국은 베트남 두유시장에서 검은콩, 호두 등 차별화된 재료와 맛으로 현지 소비자층을 확보함
- 베트남 최대 두유 및 우유 제조기업인 비나소이와 비나밀크는 2018년부터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를 포함한 우유 및 두유 제품을 출시
- 한국 두유가 차별점으로 내세우는 재료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여 우리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음

● 한국 상품의 맛과 특색을 브랜드화하여 고유성을 유지하는 한편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
- 베트남 소비자가 좋아하는 한국의 매운 음식의 경우 베트남식 매운맛과의
차이점을 브랜드화하여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
* 베트남식 매운맛은 첫맛이 강하지만 금방 중화되는 반면, 한국식 매운맛은 단맛이 살짝
나면서 얼큰함이 더해져 매운맛이 오래 지속됨18)

- K-Hot, K-Spicy 등의 네이밍(naming)을 통해 한국의 맛있는 매운맛을 연상
시키고 다른 국가들과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

18) 자료 : 글로벌 매운맛 식품 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aT,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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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베트남 식품 수출절차(통관, 검역)

통관 제도
● 베트남 수출 및 통관 프로세스
- 수입 신고 및 심사 → 물품 검사 → 관세 납부 → 물품 반출
- 베트남의 통관 및 관세제도는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에서 담당
● 세관검사는 물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그린채널, 옐로우채널, 레드채널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진행
채널 분류
그린채널(Green Channel)

옐로우채널
(Yellow
Channel)

전자서류 옐로우채널
(E-Yellow Channel)
종이서류 엘로우채널
(Paper-Yellow Channel)

레드채널(Red channel)

필요 심사 절차
- 저위험 물품에 대해 세관 서류 및 물품검사 면제
- 전산신고만으로 신고 수리 가능
- 관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입업자에 대해 세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 진행
- 전자서류 또는 종이서류로 제출
- 고위험 물품에 대해 서류 및 물품검사 시행

자료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년 2월)

● 수출 전 식품안전성 공표 및 등록
-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식품안전성에 대해 공표하고 베트남 보건부에
식품안전성 공표서를 등록해야 함
- 등록 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뉘며 1)기업자체적으로 식품안정성을 공표한 후
보건부에 등록하는 방식(대부분의 식품)과 2)베트남 행정기관을 통해 식품
안정성을 공표한 후 등록하는 방식(건강보호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등)이
있음
<참고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GMP 인증 추가(2018.2)19)>
-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수입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베트남 바이어는 식품을 수입하기
전 해외 제조업체의 GMP 인증 서류를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에 신고해야 함
19)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15/2018/ND-CP(2018년 2월 2일 공표 및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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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제도
● 베트남의 식품 검역은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MOH) 산하 식품청
(Vietnam Food Administration,VFA)이 담당
● 가공식품 검역 절차
- 검역 대상
⋅ 고기 및 어류의 조제품

⋅ 야채, 과일로 만든 조제품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조미료

⋅ 우유 및 각종 유제품

⋅ 음료, 알코올 음료, 식초

⋅ 설탕 및 각종 설탕과자

⋅ 식품포장재

⋅ 카카오, 카카오 성분을 포함한 각종 조제품

⋅ 기능성식품, 건강보호식품

⋅ 곡물/곡분/전분/우유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커피, 차, 후추 및 식품 첨가물

- 검역 절차
⋅ 검사기관(보건부 또는 공공의료위생원)에 기본 서류를 제출(상품도착 5일 전까지)
⋅ 검사기관은 서류심사 후 검사예정방법을 확인하고 업체에 검사일정 통지
⋅ 검사(종류, 규격, 포장, 라벨, 수량, 상태 등)
⋅ 샘플 분석 후 결과 통지
- 필요서류
⋅ 검역검사등록서
⋅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
⋅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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