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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즈니스 뉴스레터

■ 베트남, 철갑상어 생산량 Top 10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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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Vietfish)

베트남 수산총국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한류어의 생장이 가능한 25개 성이 있으며,
대부분은 북부 지방과 고지대, 특히 람동,
라오까이, 손라, 라이차우 등이다. 베트
남은 한류어 중 하나인 철갑상어를 20
20년 3,720톤 생산하며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불가리아, 이란, 미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과 함께 철갑상어를 가
장 많이 생산하는 10대 국가에 등재되었다. 짠딘루언(Trần Đình Luân) 수산국장
은 베트남의 한류어는 신선 또는 냉장보관 제품이 주로 소비되며 대다수의 소
비는 대도시 및 관광지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간주
되는 연어와 함께 양식 철갑상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했다.
※ 기사링크 :

http://vietfishmagazine.com/news/vietnam-be-listed-in-top-ten-countries-producing-t
he-largest-output-of-sturgeon.html

■ 베트남 기업, 무역 조사 증가 경고

(11/19 Vietnamnet)

산업통상부(MOIT)에 따르면 지난 9월
까지 누적 기준 베트남의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등에 관한 총 193건의 무역
조사가 신고되었으며, 수출액으로는 1
20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올해 1~9월
동안 새롭게 신고된 무역 조사는 작년
같은 기간에 기록된 16건에서 32건으로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OIT는
이러한 무역 조사의 62%는 미국, 인도, EU, 터키, 캐나다 및 호주에서 온 것
이며, 아세안 국가들도 對베트남 무역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채택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각국이 적극적인 무역 보호조치를 시행하기 떄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사링크 :

https://vietnamnet.vn/en/business/vietnam-firms-warned-of-growing-trade-probes-68
9712.html

■ IMF, 2020년 베트남 GDP 성장률 세계 최고 수준

(11/19 VN Express)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베트남의 2020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8%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성장률은 Covid-19
대유행의 성공적인 통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IMF의
베트남 지역 담당자 Era Dabla Norris는
베트남은 Covid-19 이후 주로 취약한
가정과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신중한 재정 정책을 펼쳤으며,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시행한 양적완화 정책은 유동성 압력을 완화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며 원활한 신용 흐름을 촉진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 베트남
GDP는 6.5% 수준, 인플레이션은 4%에 이르는 등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 기사링크 :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gdp-growth-to-be-among-w
orld-s-highest-in-2020-imf-4194065.html

■ 베트남 Foodexpo 2020, 11 월말 온라인 개최

(11/18 VASEP)

2020년 베트남 국제식품산업전시회
(Vietnam Foodexpo 2020)가 내수 시장
활성화와 농수산 및 식품 수출 촉진을
목표로 이달 말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당초
동 행사를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호치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CO
VID-19로 인해 온라인 (해당 사이트 :
foodexpo.vn)으로 행사로 전환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로 과일,
채소, 수산물, 음료, 차, 커피, 식자재, 주방용품 등이 참가한다. 지난해 개최된 Vi
etnam Foodexpo 2019에는 400여개의 국내외 기업이 600여개의 부스를 운영했
으며, 약 50개 국가에서 15,000여명이 방문하고 내국인도 9,000명 이상이 참
여했다. 또한 3,000건 이상의 무역계약 및 협약도 체결되었다.
※ 기사링크 :

https://en.vietnamplus.vn/vietnam-foodexpo-2020-to-be-held-online-late-november/1
90706.v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