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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수출 상담회
( 2022년 6월 8일 개최�
전북도내 기업  수출용  샘플발송  지원사업

베트남�페이스북�광고주��6월부터�부가세�5%�추가 
베트남 고급 수입차 공급 부족��
차량 인도 1년 걸리기도

베트남� 외국인관광객 급증4월까지 19만2000명
전년동기대비 284%↑

베트남�
 
밥상물가부터

 
안오르는게

 
없다…

식용유�휘발유�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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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HOT ISSUE
입국 검역규정 폐지후 외국인 관광객중
한국 2만8600명, 가장 많아..

메타 공식발표…베트남을 광고게재
대상 국가로 설정한 개인 및 기업

베트남은�올초�코로나19�검역규정이�단계적�해제
하며�외국인관광객이�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지난�15일�검역규정이�폐지됨에�따라�외국인
관광객은�더�큰�폭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26일�관광총국에�따르면�1�4월�외국관광객은
19만2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4%� 증가�
이중� 한국인이� 195%� 늘어난� 2만8600명으로
가장�많고��미국은�2만3100명으로�2위를�기록
하였다

반면 코로나19 이전시기인  2019년 580만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던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한 2만2600명으로 3위에 그쳤고 
이어 대만 1만2800명� 일본 8800명 순이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 3월15일부터 한국과 � 일본� 
유럽연합�EU�등 24개국에 대해 비자면제 정책을 
재개 했고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검사를 중단
하며 검역절차를 완전 폐지했다� 

출처�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페이스북이� 베트남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광고주가�부가세�5%를�추가�부담하도록
했다�

메타측이 최근��비즈니스�지원센터��페이지에� 
올린

    
 공지에�따르면��베트남을�광고게재�대상�

국가로�설정한�개인�및�기업들은  6월1일부터  
부가세�5%를�추가�부담해야�한다�

메타측은��부가세는�비즈니스�또는�개인�목적으
로 페이스북� 광고를� 구매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광고비용이� 청구될� 때마다� 추가된다�고�
밝혔다��또한�부가세�납부�문제와�관련해�광고주
에게  도움을�줄�수�없으며��관련�문의사항은�세무   
당국이나�개인�세무사와�논의하라고�했다�

메타의�이번�결정은�최근�방미한�팜민찐 총리가
캘리포니아�메타 본사를�방문한�이후�나왔다��
메타는�팜민찐�총리가     베트남�법률에�따라서� 
다국적기업의�등록�및�신고 절차를�성실히�이행
하고�세금�납부를�원칙대로 하겠다고�약속했다�

출처�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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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HOT ISSUE
베트남 고급 수입차  브랜드   공급 부족

글로벌�차량용�반도체�공급�부족�등의�이유로�인해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
다��그중�베트남에서�독일�고급차량�구매�후�차량을
인도�받기까지�최대�1년이�걸리는�것으로�알려졌다�

베트남에서� 독일차� 딜러들이� 보증금을� 미리받고   
 차량을�판매하고�있지만�언제쯤�차량이�인도될지
공언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독일� 고급차� 업체들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주요�시장에�공급을�하는데�집중하면서�베트남의 �
고급차량�공급이�큰�타격을�받았다�

벤츠�SUV와�S클래스�세단의�경우�3개월�이상이,
마이바흐와�SUV경우�최대�1년을�기다려야�하는
것으로�알려졌다�

포르쉐��렉서스��구매시     받기까지 대략�   
14개월이�걸리는�것으로�알려졌다�

출처���VNExpress

베트남  ‘아이폰  사랑’  여전,  작년  수입급 증
…12.3억달러,  160%↑

지난해 베트남의 애플 아이폰 수입액이 전년대비
세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일만큼 베트남인들의       
아이폰 사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무역부의 �2021년 베트남 수출입 보고서
�에 따르면� 휴대폰 및 부품 수입액 214억2000만달
러 로 전년대비 2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휴대폰 완제품�CBU �
 

수입액은
 

31억
6000만달러로

 

무려 70�8%나
 

증가했고�
 

부품
 

및
 

액
세서리는

 

182억 6000만달러로
 

23.5%
 

증가했다�

CBU폰의
 
대표격인

 
아이폰은

 
아이폰13에

 
힘입어

수입액이
 
전년대비

 
159.6%

 
증가한

 
12억3470만

달러를
 
기록했다�

 
2위는

 
삼성전자로

 
66.7%

 
증가

한
 
8억6330만달러였으며�

 
이어서

 
오포

 
4억2610 만

달러�14�8%↑��샤오미2억7320만달(85.3%↑), 
비보

 
2억670만달러�59�8%�

 
순으로 나왔다�

                                         
                                         

       
        출처�인사이드비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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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홈쿡킹 열풍으로 소형가전 매출 증가
베트남 유망산업/트렌드

독립형�스토브�탑�Freestanding�hobs�� 
밥솥�Rice�cookers��  
커피머신�Coffee�machines�� 
프라이어�Fryers� 

코로나19�팬데믹�장기화로�재택근무�및�비대면�활동이
증가하면서��집�에서�요리하기��디저트�만들기의�인기가
급증했다��이러한�트렌드에�힘입어�광고기업들은�유명
셀럽�섭외를�통해�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활용
하여�조리용�소형가전�홍보전략을�추진하였다�

글로벌�시장조사�전문기관�유로모니터�Euromonitor�
에� 따르면�� 베트남� 조리용� 소형가전제품의� 전체� 시장
규모는�2021년�기준�약�18억8�700만�달러로�전년�대비
7%�성장했다��베트남�소비자들의�소득�증가�생활�수준
향상에�따라�베트남의�소비력이�높아지면서�생활의   편
리성을�높이는�가전제품에�대한�수요가�높아지는   추세
로�해당�시장은�향후�5년간�연평균�7�5%�성장해�2026
년에는�시장�규모가�약�27억400만�달러에�이를�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조리용�소형가전은�세부�부품별로 

등으로� 분류�� 그중� 독립형� 스토브� 탑은� 2021년� 181억
2�500만�대��45�5%�가�판매되면서�가장�큰�시장�비중을
차지했다�

 

HS�Code�8516�60에�따른�2019�2021년�통계자료
에� 따르면� 독보적�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해당 
 제품�수입액�3년�연속�1위를�차지했다� 

베트남�소비자들은�건강과�헬스케어에�대한�관심
이�높아지면서�2019년부터�2021년까지�72�22%의
높은�성장률을�기록했다�

2021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락다운� 정책으로� 3만
9�000�달러�규모로�대략�70%나�하락했다�
 

베트남 조리용 소형가전 시장동향

<2016�2021년 베트남 조리용 소형가전 판매시장 
매출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소형가전 수입규모

유통구조

베트남� 조리용� 소형가전의� 주� 유통채널은
오프라인�매장으로�구매율이�약�83�2%을
기록하였다�

베트남� 현지내� 조리용� 소형가전� 구매� 가능
한�오프라인�전자제품�판매장은 
MideaMart, NguyenKim,

 

DienMayXanh

 

등이�대표적이다�

https://mediamart.vn/
https://www.nguyenkim.com/
https://www.dienmayxan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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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shopee , lazada

 반면에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을 통한 소비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한 언택트 방식인 온
라인 유통채널이 15�4%를 차지했다� 베트남 소비
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쇼피
�Shopee�� 라자다�Lazada�� 티키�Tiki�� 센도
�Sendo� 등이 있으며� 할인쿠폰을 활용하여 저렴
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온라인 유통   채
널 구매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통구조를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세분화 해서 유통구조를 관
찰하면 83�2%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채널은 일반
제품과 함께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식료품 유통
사와 전자제품 전문 매장으로 나누어 진다�

온라인 채널은 크게 홈쇼핑과 온라인 사이트 매출
로 나누어 진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시화  진행,
젊은1인가구가  형성되고  젊은  연령에  맞게  미디어
를  통해  제품에  노출이  많이  되고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배경을 짐작 할수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조치가 장기화    되
면서 유튜브�Youtube� 및 틱톡�Tik tok�에    업로
드 되는 요리 레시피 영상이 인기를 끌었다� 

셀럽들이 사용하는 조리용 소형가전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면서 할인쿠폰 적용으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구매율이 증가했다�
그중 가장 높은 판매량 보인 제품은 에어프라이어
기였으며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다음으로     
밥짓기� 국물 요리가 가능한 다기능 밥솥이 높은 
구매율을 차지했다�

경쟁 동향 및 주요 기업

베트남시장 주요 소형가전 브랜드

베트남 시장에서 유명한 소형가전 제품 브랜드중
가장 눈여   회사는  샤프�Sharp �는  베트남

 
조리용

 소형가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브랜드로  18%의  점유율을  기록    하고  있다.

 
샤프는

 
일본

 
제조사로

 
2009년

 
베트남에

 
진출

  
하여

 
각종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

 
부품들을

 
생산중이다.

  
인기

 
제품으로는

 
전기밥솥이

 
있다�

�본�저작물은��KOTRA�베트남�호치민무역관�에서��22년�작성하여�상품DB�항목에�작성된��베트남�조리용�소형가전�시장동향�
�작성자���오미영�을�이용하였으며��해당�저작물은��KOTRA�해외시장뉴스�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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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운동하면서 돈버는 게임이다(?)’…베트남, P2E 대신 M2E 열풍
베트남 유망산업/트렌드

- 무료나  할인NFT�주로  운동화�  제공  M2E에  
이용자 몰려…칼로메타버스� 런투게더 등

- 일부 전문가들 �루나사태에서 보듯 폰지사기 
가능성� 경고

최근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
서 이른바 �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M2E�Move to Earn� 게임 출
시 및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이용자가 무
료 NFT 운동화로 달리면서 돈을 버는 게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블록체인 투자자들 사이에
서 P2E 대신 M2E 게임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
는 M2E 게임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것도   한 이
유다�

이런 활발한 M2E 게임 열풍에 대해 암호화폐   분
석사이트 우블록체인�Wu Blockchain�은 
�이러한  유형의 게임은 돈을 쓰는 사람보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피라
미드 사기극�폰지사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테라폼랩스가 개발했던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루나�LUNA�
사태를 들어� 이런 류의 M2E 게임이 지속가능성   
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M2E�Move�to�Earn��게임�출시�및�이용자가
크게�늘고�있어�주의가�요구된다�

작년 중반부터 시작된 이런 움직임은  
NFT�Non�Fungible Token�� 블록체인 기반의
�놀면서 돈버는� P2E�Play to Earn� 게임 
�액시인피니티�Axie Infinity� AXS��가 큰 성공을
거둔 뒤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베트남기업 스카이마비스�Sky Mavis�가 개발한
액시인피니티 같은 P2E게임은 전통적인 형태의
게임 디자인과 새로운 게임 메커니즘의 결합체로�
게이머들은 게임에서 스킨과 캐릭터를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등 높은 자유도와 함께 캐릭터의 착
용 장비 등으로 자산 소유권을 보장받으며 많은 인
기를 얻었다�

�이러한 유형의 게임은 돈을 쓰는 사람보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피라미드 사기극�폰지사기�일 수 있
다�고 경고했다�

출처���VNExpress



HSBC 전문가들은 이러한 베트남 기술 산업 재
부활의 대부분은 삼성의 FDI에 기인한 것이라보
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20년간 베트남에 180억
달러�약 23조121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왔다�

베트남 경제·금융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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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베트남에 20년간 180억달러 투자 
베트남, 중국 이어 스마트폰 수출 2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
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쳐

삼성전자의�투자로�베트남�전반의�기술�산업이
부흥하고�있다�

지난�13일�현지시간��영국계은행�HSBC는 
�승리의� 영광을� 되찾다�� 제목의� 베트남� 보고서
를�발표했다�

보고서에�따르면�베트남은�전자�산업의�호황과
안정적인�외국인직접투자�FDI��유입�덕분에 
계속�빛을�발하고�있다�

베트남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팬데믹으로 
지난해�장기간�폐쇄를�하며�공급망에�심각한 
어려움을�겪었었다�

베트남, 코로나19 이후 창업 활발…
1~5월  신설법인 6만2961개, 12.9%↑

올해 들어 베트남의 코로나 검역조치가 단계적
으로 완화되면서 창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30일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신설법인수는 1만3400개로 전월대비 10.9% 
감소했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15.2% 증가했다
�

 
5월 신설법인의 총등록자본금은 125조7530

억 동�54억2100만달러�으로 16.5% 감소했다�

5월 영업을 재개한 기업은 5207개로 전월대비
26%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6.4% 증가
했다�

이로써 올들어 5월까지 신설법인은 6만2961개
로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했고� 영업을 재개
한 법인을 포함해 신설 및 재개 법인은 9만8600
개로 전년동기대비 25.8% 증가했다�

5월까지 추가 등록자본금은 2445조3820억동
�1054억1550만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39.5%
증가했다� 이중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761조350
억동�328억670만달러�으로 2.2% 감소했으나�
기존 기업들의 자본금 증액은 1684조3470억동
�726억880만달러�으로 72.7% 증가했다�

출처�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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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C Hanoi 소식

러우사태 대응 수출상담회 개최 2022년 6월 8일 샘플발송 지원사업 업체 모집중 �연간�

러우사태 대응 수출상담회 샘플발송 지원사업

2022년

 

6월

 

2일

 

기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진행사업 안내

전라북도 온라인전시관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참가신청 : http���www�jbba�kr�bbs�board�php�bo_table=sub01_09&wr_id=889

2022년 해외통상거점센터 샘플발송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참가신청 : http���www�jbba�kr�bbs�board�php�bo_table=sub01_09&wr_id=845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전담지원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참가신청 : http���www�jbba�kr�bbs�board�php�bo_table=sub01_09&wr_id=896

베트남 코로나19 현황

누적확진자
10.722.634명

완치자
9.477.660명

치료중
1,201,894명

사망자
43,080명



1101, 11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www.facebook.com/JBC.Hanoi

https://www.youtube.com/channel/UCzhMgxxVnr
ZS-5A9rmwrwEg

+84 24 3855 4190   /   jbc.youngtae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