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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약(Summary)



‣ 수요 분석 수치 전문가 인터뷰

액상과당·

원당·설탕

시장규모

신선 식품 35.9조 원

액상과당 수입량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

베트남 현지 업체, 

내수 시장 점유율 하락 중

설탕 및 감미료 6,060억 원

수입규모
(한국/글로벌)

액상과당 277억 원 / 908억 원

원당 2.3억 원 / 1,037억 원

설탕 1.5억 원 / 305억 원

소비

시장규모

설탕 소비량 1,065톤

설탕 생산량 1,350톤

‣ 소비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 중요도 전문가 인터뷰

TOPIC①
인도 0.0759

베트남 현지 소비자, 

품질·맛·가격 고려해

 수입산 제품 선호

-

액상과당 및 설탕 

불법 유통·밀수로 

현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피해 입어

협상 0.0538

TOPIC②
피해 0.0089

밀수 0.0087

TOPIC③
옥수수 0.0118

덤핑 0.0068

TOPIC④
단속 0.0112

정책 0.0065

‣ 생산업체 전문가 인터뷰

순번 기업명 기업구분 규모 순번 기업명 기업구분 규모

(-)

1 누억쭝 설탕 생산업체 약 121억 원 6 TTC 비엔호아 설탕 생산업체 약 5,617억 원

2 KCP 베트남 산업 종합 산업체 약 1조 4,392억 원 7  람손 설탕 생산업체 약 908억 원

3 아인당 설탕 생산업체 직원 수 100명 8 껀터제당
설탕 및 비료 

생산업체
약 544억 원

4 손라 설탕 생산업체 약 454억 원 9 라응아 설탕 생산업체 약 134억 원

5 꽝응아이
설탕 및 식품 

생산업체
약 4,073억 원 10 손드엉 설탕 생산업체 약 295억 원

‣ 통관 및 검역 핵심 키워드 전문가 인터뷰

인증취득
필수 필수 인증 없음

일부 베트남 현지 설탕 
제조업체, 정부의 강력한 
반덤핑관세법 제정 요구

-

베트남 정부, 현지 내수 

시장 보호 위해 현지 

액상과당 및 제조업체 

전체에 보호조치 취할 

것으로 예상

선택 HACCP, IFS, IS0 22000

사전절차
필수 식품안전성 공표

담당 기관 베트남 보건부(MOH)

라벨 표기사항 베트남 라벨 표기법 준수

서류 준비사항 수입신고서 등 8건

세금납부

기본세율 15 – 25%

협정세율 0 - 15%

증치세 0%, 5%, 10%

  ‣Point①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시장규모 및 수입규모 지속적으로 성장 중

 ‣Point② 현지 설탕 공급 부족·수입산 설탕 및 액상과당의 밀수·불법 유통으로 인해 베트남 설탕업계 피해 호소



요약 시장규모 시장트렌드 생산업체 통관/검역 인터뷰 제언

Market Size
(시장규모) 

베트남 (Vietnam)
액상과당·원당·설탕 시장규모

지표 설정 기준: 제품의 분류(액상과당·원당·설탕)

⦁베트남 신선 식품(Fresh Food)1) 시장규모

······························································696조 130억 동(’19)

⦁베트남 설탕 및 감미료(Sugar and Sweeteners)2) 시장규모

····································· 11조 7,450억 동(’19)
(*) Euromonitor International

액상과당·원당·설탕 수출입 시장규모3)

지표 설정 기준: 제품의 유형(액상과당)

⦁HS 1702.604) ‘과당과 과당시럽’

  베트남 對 글로벌 수입규모 

·················································7,572만 4,000달러(’19)

⦁HS 1702.60 ‘과당과 과당시럽’

  베트남 對 한국 수입규모

·············································· 2,311만 달러(’19)
(*) UN Comtrade   

액상과당·원당·설탕 소비 시장규모

지표 설정 기준: 조사제품 '액상과당·원당·설탕'은 단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로 사용되며, 베트남 설탕제품의 대체제로 사용됨. 

               이에, 조사제품의 소비 시장규모를 파악하고자 ‘베트남 설탕 소비량 및 생산량’을 조사함

 ① 베트남 설탕 소비량

2015년 ·····················································177만 6,000톤

2016년 ·····················································186만 4,000톤

2017년 ·····················································175만 4,000톤

2018년 ·····················································153만 2,000톤

2019년 ·····················································160만 5,000톤

 ② 베트남 설탕 생산량

2015년 ·······························································133만 톤

2016년 ·······························································152만 톤

2017년 ·······························································154만 톤

2018년 ·······························································130만 톤

2019년 ·······························································135만 톤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ign Agriculture Service

1) 신선 식품(Fresh Food): 포장된 설탕 제품 및 천연 감미료(갈색 설탕, 꿀) 등을 포함함
2) 설탕 및 감미료(Sugar and Sweeteners): 갈색 설탕, 과당, 메이플 시럽, 옥수수 시럽, 포도당, 설탕, 분당, 꿀, 천연 감미료 등을 포함함
3) 액상과당·원당·설탕 수입규모 중 가장 유의미한 수치인 액상과당 수입규모만을 ‘SUMMARY‘에 제시함
4) HS CODE 1702.60: 조사제품 '액상과당'은 과당의 비중이 높고 설탕 시럽보다 점성이 높은 액상 혼합물임. 이에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하는 HS CODE 1702.60을 지표로 선정함



요약 시장규모 시장트렌드 생산업체 통관/검역 인터뷰 제언

Market Trend
(시장트렌드)

베트남 (Vietnam)
액상과당 시장트렌드

아세안 설탕수입쿼터제 폐지
‘23/2019/TT-BCT 시행규칙 발표’

사탕수수 재배면적 30-60% 급감
‘설탕공장 역시 1/3이 폐쇄’

베트남, 설탕 공급문제로 

개방 및 무역협상 나서
‘인도·유럽과 설탕 포함 FTA 체결 및 무역협상 진행’

베트남 설탕업계,

밀수로 인해 큰 피해 입어
‘밀수 설탕, 전체 설탕 수요의 50% 이상 차지’

베트남 6개 설탕업체, 반덤핑관세 요청
‘손ㄹ라제당·람손사탕수수 등 베트남 설탕협회 회원사’

베트남 총리, 자국 설탕 생산력 제고 지시
‘보호정책보다는 글로벌 기업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

베트남, 한국 및 중국 액상과당 

반덤핑관세 조사 예정
‘반덤핑 인정 시 40.02% 관세율 부과 전망’

베트남, 설탕 공급 안정화 

및 생산성 제고에 힘써
‘밀수 설탕 단속 강화 및 가격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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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
(생산업체)

베트남(Vietnam)
베트남 설탕 생산업체 

업체 유형 업체명
규모

(매출액5), 직원 수)
주력 상품

생산업체

누억쭝

(Nuoc Trong)

약 2,346억 1,410만 동 

(약 121억 원)

두엉 뜨랑 띠우 쭈안

(đường trắng tiêu chuẩn)

KCP 베트남 산업

(KCP

Vietnam Industries)

9,379억 7,000만 루피6)7)

(약 1조 4,392억 원)

두엉 띤 루옌 

(Đường Tinh Luyện)

아인당

(Anh Dang)
직원 수: 약 100명

시럽 뚜엉 펜

(SIRUP ĐƯỜNG PHÈN)

손라

(Son La)

약 8,791억 7,477만 동

(약 454억 원)

두엉 낀 RS

(ĐƯỜNG KÍNH RS)

꽝응아이

(Quang Ngai)

7조 8,940억 동

(약 4,073억 원)

두엉 낀 뜨랑 

(ĐƯỜNG KÍNH trắng)

TTC 비엔호아

(TTC Bien Hoa)

약 10조 8,847억 동

(약 5,617억 원)

두엉 롱 미아싼

(Đường lỏng Mía Xanh)

람손

(Lam Son)

약 1조 7,597억 3,565만 동

(약 908억 원)

두엉 띤 루옌 

(Đường Tinh Luyện)

껀터제당

(Can Tho Sugar)
약 1조 541억 2,104만 동

(약 544억 원)

두엉 띤 루옌 뚜옹 항

(Đường Tinh luyện Thượng Hạng)

라응아

(La Nga)
약 2,594억 3,957만 동

(약 134억 원)

두엉 뜨랑 까오 깝

(Đường Trắng Cao Cấp)

손드엉

(Son Duong)

약 5,713억 9,938만 동

(약 295억 원)

두엉 미아 로아이

(ĐƯỜNG MÍA LOẠI)

자료: 현지 진출 브랜드 진출 채널 정보 조사 결과

5) 100동=5.16원 (2020.07.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6) 인도 KCP Limited의 자회사인 KCP 베트남 산업의 매출액을 찾을 수 없어 모회사 인도 KCP Limited 매출액을 조사함
7) 1루피=15.92원(2020.07.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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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 Quarantine
(통관 및 검역)

구분 내용 참조처

Step 01. 인증 취득 ⦁일반가공식품 강제 인증 無
 - 식품 수출을 위한 인증 획득 불필요

(*) 베트남 보건부
 - No. 15/2018/ND-CP
   (식품안전법 시행규정)
 - 문의처: moh.gov.vn

▼

Step 02. 사전 심사 ⦁일반가공식품 사전 심사 필요
 - 식품안정성 공표와 서류 제출로 진행

(*) 베트남 보건부
 - No. 15/2018/ND-CP
   (식품안전법 시행규정)
 - 문의처: moh.gov.vn

▼

Step 03. 라벨 심의 ⦁라벨 표기사항
 - 베트남 라벨 규정 준수 의무

(*) 베트남 식품안전청
 - No. 43/2017/ND-CP
   (라벨에 관한 법률)
 - No. 15/2018/ND-CP
   (식품안전법 시행규정)
 - 문의처: vfa.gov.vn

▼

Step 04. 서류 준비
 - 일반 서류
 - 원산지증명서

(*) 베트남 식품안전청
 - 문의처: vfa.gov.vn
(*) 베트남 관세청
 - 문의처: customs.gov.vn

▼

Step 05. 선적 및 운송 ⦁포워딩 업체 섭외 (-)

▼

Step 06. 통관 신고 ⦁수입 신고
 -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신고
 - 일반 화물은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진행

(*) 베트남 관세청
 - No. 38/2015/TT-BTC
 - 문의처: customs.gov.vn

▼

Step 07. 세금 납부
⦁항목별 HS-CODE 
 - 액상과당 1702.60-20 
 - 원당 1701.99-90 
 - 설탕 1701.14-00 
⦁관세율 0 - 15%
⦁부가가치세 0 - 10%

(*) 베트남 관세청
 - 문의처: customs.gov.vn

▼

Step 08. 검역 심사 ⦁서류 심사 및 검사 진행

Green Channel 전산 신고로 통관

Yellow Channel 서면 심사

Red Channel 서류 및 물품 검사

(*) 베트남 관세청
 - 문의처: customs.g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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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Interview
(전문가 인터뷰)

Market Trend and Regulation

· 인터뷰 기업: 쿠인응우옌컴파니

             (Quynh Nguyen 

             company)

             수입도매업체

· 인터뷰 담당자: Mr.Quynh

               (Director)

베트남 액상과당 수입, 꾸준히 증가 추세 

2017년의 액상과당 수입량은 약 8만 2,000톤이었으며, 2018년에는 약 15만 톤, 

2019년에는 약 19만 톤(t)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베트남 현지 업체, 반덤핑 법 제정 촉구 

베트남 현지 업체는 최근 줄어들고 있는 내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길 

원하지만 값싼 수입산 액상과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에게 관련 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Market Preference and Trend

· 인터뷰 기업: 고스(Goce)

             소매업체

· 인터뷰 담당자: Ms. Thai

               (Purchasing Manager)

소비자 및 제조업체, 한국산 액상과당 선호

대다수의 고객들은 베트남 현지 제품보다 수입산 제품을 더욱 선호하며, 

품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제품보다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높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옥수수의 크기도 커지고, 단 맛도 상승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또한 

한국산 옥수수 액상과당을 선호합니다.

반덤핑 사태, 베트남 현지 제조업체의 막대한 피해 초래

최근 불거진 반덤핑 사태로 베트남 현지 설탕시럽 제조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아무도 베트남산 설탕시럽을 구매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Market Trend and Regulation

· 인터뷰 기업: 빈쿠옹(Vinh Khuong)

             수입유통업체

· 인터뷰 담당자: Mrs. Hanh

               (Manager)

일부 업체, 불법적으로 액상과당 수입 

액상과당 수입 시, 25킬로그램(kg)들이 통에 수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많은 양을 한 번에 수입해오기 위해 20톤 정도의 탱크에 담아 

운송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관세청에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사태의 심각성은 미비

일부 베트남 현지 제조 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반덤핑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 측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사태의 심각성은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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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Interview
(전문가 인터뷰)

Market Trend and Regulation

 

· 인터뷰 기업: 사이공화학(Saigon Chem)

             수입유통업체

· 인터뷰 담당자: Mr. Lộc 

               (Product Manager)

베트남산 설탕시럽을 액상과당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

액상과당이 사탕수수를 가공한 설탕시럽보다 저렴하고 단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설탕시럽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 액상과당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액상과당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수입산 액상과당과 

베트남산 설탕시럽 제품의 품질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액상과당 수출량 규제 예정 

정부는 베트남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입산 액상과당 제품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법이 제정된다면, 한국 및 중국의 액상과당 수출 

기업의 수입량이 제한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출업체 스스로 수출량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Market Trend and Regulation

· 인터뷰 기업: 에비베트남(Abby Vietnam)

             수입유통업체

· 인터뷰 담당자: Ms. Nhung

               (Trading Manager)

일반 수입업체의 피해가 상당

현재 일부 수입업체가 이해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에 외국산 액상과당 제품을 

수입하여 베트남 현지 시장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및 한국에서 

액상과당을 수입하는 일반 수입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내수 시장 보호 조치

정부는 최대한 현지 내수 시장을 보호하려 합니다. 액상과당이 설탕 시럽의 

대체제로 떠오름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 현지 액상과당 제조업체와 설탕 관련 

업계 전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Ⅱ. 시장규모(Market Size)

1.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시장규모

2.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수출입 시장규모

3.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소비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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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시장규모

조사 시장: 조사제품 ‘액상과당·원당·설탕’은 옥수수 시럽, 사탕수수 즙, 사탕무 즙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로 사용됨. 이에 제품의 분류를 
기준으로 ‘신선 식품’과 ‘설탕 및 감미료’의 시장규모를 조사함

▶ 2015-2019년, 베트남 ‘신선 식품’ 시장, 연평균성장률 13%

2019년 베트남 ‘신선 식품’ 시장규모는 696조 130억 동으로 확인되며 지난 
5년(2015-2019년)간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보임. 동기간 ‘설탕 및 감미료’ 
시장규모는 연평균 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9년 11조 7,450억 동을 기록함 

▶ 2020-2024년, 베트남 ‘설탕 및 감미료’ 시장, 연평균성장률 6% 예측

향후 5년(2020-2024년)간 베트남의 ‘설탕 및 감미료’ 시장규모는 6%의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 15조 7,040억 동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건강과 비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설탕 섭취량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등장했지만, 그 수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8)

[표 1.1] ‘신선 식품’, ‘설탕 및 감미료’9)10)
단위: 십억 동

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15-’19)

상위 
품목

신선 식품
429,018 474,149 543,690 612,208 696,013 13%(22.1조 원) (24.5조 원) (28.1조 원) (31.6조 원) (35.9조 원)

해당 
품목

설탕 및 
감미료

8,612 8,344 9,729 11,636 11,745 8%(4,444억 원) (4,306억 원) (5,020억 원) (6,004억 원) (6,060억 원)

전망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CAGR

(’20-’24)
상위 
품목

신선 식품
955,613 862,211 950,489 1,061,422 1,189,242

6%(49.3조 원) (44.5조 원) (49.0조 원) (54.8조 원) (61.4조 원)
해당 
품목

설탕 및 
감미료

12,533 13,354 14,151 14,937 15,704
6%(6,477억 원) (6,891억 원) (7,302억 원) (7,707억 원) (8,103억 원)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

●

베트남 국가 일반 정보11)

면적 33만 341㎢

인구 9,646만 명

GDP 2,616억 달러

GDP

(1인당)
2,739달러

 

8) 자료: 유로모니터(Euromonitor), 「Sugar and Sweeteners in Vietnam, Country Report」, 2020.02
9) 100동=5.16원(2020.07.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10) 원 데이터와 환산된 데이터(단위: 원)는 모두 반올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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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수출입 시장규모

HS CODE 1702.60: 조사제품 ‘액상과당’은 과당의 비중이 높고 설탕 시럽보다 점성이 
높은 액상 혼합물임. 이에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하는 HS CODE 1702.60을 지표로 선정함

▶ 2015-2019년, 베트남 對글로벌 수입액 연평균성장률 22%

베트남 HS CODE 1702.60 품목의 對글로벌 수입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2%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7,572만 4,000달러를 기록함. 2019년 수입액 
기준 1위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62% 규모인 4,690만 9,000달러(약 
562억 원)를 기록함

▶ 2015-2019년, 베트남 對한국 수입액 연평균성장률 21%

베트남 HS CODE 1702.60 품목의 수입 국가 중 한국은 2위 수입 국가로, 
對한국 수입규모는 對글로벌 수입액의 31%를 차지함. 對한국 수입액은 2017년 
전년대비 34% 감소하였지만, 2019년 전년대비 7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2,311만 달러를 기록함

 

[표 1.2] 베트남 HS CODE 1702.60 수입규모12)13)
단위: 천 달러

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15-’19)

베트남 對글로벌 수입액
34,641 32,008 35,307 55,853 75,724

22%
(415억 원) (384억 원) (423억 원) (669억 원) (908억 원)

베트남 對한국 수입액
10,891 12,173 8,030 13,445 23,110

21%
(131억 원) (146억 원) (96억 원) (161억 원) (277억 원)

자료: UN Comtrade HS CODE 1702.60 기준

1) 베트남 액상과당      

수출입 시장규모

 

11)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12) 1달러=1,198.50원 (2020.07.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13) 환산된 데이터(단위: 달러, 원)는 모두 반올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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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701.14: 조사제품 ‘원당’은 사탕수수 줄기나 사탕무 뿌리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즙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임. 이에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탕수수당’을 포함하는 HS CODE 
1701.14를 지표로 선정함

▶ 2015-2019년, 베트남 對글로벌 수입액 연평균성장률 14%

HS CODE 1701.14 품목의 對글로벌 수입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4%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8,650만 4,000달러를 기록함. 2019년 글로벌 수입액 
기준 1위 국가는 태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86% 규모인 7,445만 7,000달러(약 
892억 원)를 기록함

▶ 2015-2019년, 베트남 對한국 수입액 연평균성장률 76%

베트남 HS CODE 1701.14 품목의 수입 국가 중 한국은 3위 수입 국가로, 
對한국 수입규모는 對글로벌 수입액의 약 2%를 차지함. 對한국 수입액은 
2017년 전년대비 94% 감소하였지만, 2019년 전년대비 11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19만 달러를 기록함

 

[표 1.3] 베트남 HS CODE 1701.14 수입규모14)
단위: 천 달러

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15-’19)

베트남 對글로벌 수입액
51,691 65,919 44,831 45,359 86,504

14%
(620억 원) (790억 원) (537억 원) (544억 원) (1,037억 원)

베트남 對한국 수입액15)
20 52 3 88 190

76%
(2,400만 원) (6,200만 원) (360만 원) (1.1억 원) (2.3억 원)

자료: UN Comtrade, KATI HS CODE 1701.14 기준

2) 베트남 원당 

   수출입 시장규모

14) 환산된 데이터(단위: 달러, 원)는 모두 반올림됨
15) UN Comtrade 자료 내 ‘베트남 對한국 수입액’ 규모를 확인할 수 없어 KATI의 한국 對 베트남 수출규모 자료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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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1701.99: 조사제품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원당을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임. 이에 ‘백색의 결정성 물질로 되어 있는 정제당’을 포함하는 HS CODE 
1701.99를 지표로 선정함

▶ 2015-2019년, 베트남 對글로벌 수입액 연평균성장률 -5%

HS CODE 1701.99 품목의 對글로벌 수입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5%의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 2,545만 9,000달러를 기록함. 2019년 글로벌 수입액 
기준 1위 국가는 태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98% 규모인 2,482만 8,000달러(약 
298억 원)를 기록함

▶ 2015-2019년, 베트남 對한국 수입액 연평균성장률 42%

베트남 HS CODE 1701.99 품목의 수입 국가 중 한국은 3위 수입 국가로, 
對한국 수입규모는 對글로벌 수입액의 4%를 차지함. 對한국 수입액은 
2015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전년대비 59% 증가하여 
12만 6,000달러를 기록함

 

[표 1.4] 베트남 HS CODE 1701.99 수입규모16)
단위: 천 달러

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15-’19)

베트남 對글로벌 수입액
30,917 64,712 34,258 29,717 25,459

-5%
(371억 원) (776억 원) (411억 원) (356억 원) (305억 원)

베트남 對한국 수입액
31 35 44 79 126

42%
(3,700만 원) (4,200만 원) (5,300만 원) (9,400만 원) (1.5억 원)

자료: UN Comtrade HS CODE 1701.99 기준

3) 베트남 설탕 

   수출입 시장규모

16) 환산된 데이터(단위: 달러, 원)는 모두 반올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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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소비 시장규모

조사제품 ‘액상과당·원당·설탕’은 단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로 사용되며, 베트남 
설탕제품의 대체제로 사용됨. 이에, 조사제품의 소비 시장규모를 파악하고자 ‘베트남 
설탕 소비량 및 생산량’을 조사함

▶  2015-2019년, 베트남 설탕 소비량 연평균성장률 –2%

베트남 설탕 소비량은 지난 5년(2015-2019)간 연평균 2%의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 160만 5,000톤을 기록함. 베트남 설탕 소비량은 2016년 전년대비 5% 
성장하여 186만 4,000톤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 전년대비 각각 6%, 
13%의 감소세를 보임

▶  2015-2019년, 베트남 설탕 생산량 연평균성장률 0.4%

베트남 설탕 생산량은 지난 5년(2015-2019)간 연평균 0.4%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9년 135만 톤을 기록함. 베트남 설탕 생산량은 2018년 전년대비 16% 
감소하여 130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 전년대비 5%의 성장률을 보이며 
135만 톤을 기록함

[표 1.5] 베트남 설탕 소비량 및 생산량17)
단위: 천 톤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15-’20)

소비량 1,776 1,864 1,754 1,532 1,605 -2.0%

생산량 1,330 1,520 1,540 1,300 1,350 0.4%

자료: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1) 베트남 설탕 

   소비량 및 생산량

17) 해당 수치는 해당연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의 통계치임



Ⅲ. 시장트렌드(Market Trend)

1. 베트남, 설탕 공급문제로 수입 개방 및 무역협상 나서

2. 베트남 설탕업계, 설탕 밀수로 큰 피해 입어

3. 베트남, 한국 및 중국 액상과당 반덤핑관세 조사 시작

4. 베트남 당국, 설탕 공급안정화 및 생산성 제고에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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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 데이터 분석 요약

●

데이터 수집

소스원

 

(베트남 매체 23개)

●

데이터 분류

키워드집  

(액상과당 연관 키워드집)

●

데이터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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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수집

 - 베트남 액상과당 포함 언론 매체

[표 2.1] 베트남 매체 리스트

번호 매체명 홈페이지 비고

01 VN Express vnexpress.net 언론매체

02 VN Economic Times www.vneconomictimes.com 언론매체

03 Tuoitre News tuoitrenews.vn 언론매체

04 Vietnam News vietnamnews.vn 언론매체

05 Nhandan en.nhandan.com.vn 언론매체

06 Cafe Style cafestyle.yes24.vn 언론매체

07 2sao 2sao.vn 언론매체

08 Afamily afamily.vn 언론매체

09 Amthuc365 www.amthuc365.vn 언론매체

10 Bao tin tuc phunuvietnam.vn 언론매체

11 Doisongphapluat www.doisongphapluat.com 언론매체

12 Emdep emdep.vn 언론매체

13 Kehn14 kenh14.vn 언론매체

14 Phunusuckhoe phunusuckhoe.vn 언론매체

15 Infonet infonet.vn 언론매체

16 Tap Chi Douong tapchidouong.com.vn 언론매체

17 Thanhnien thanhnien.vn 언론매체

18 Toplist toplist.vn 언론매체

19 Vietgiaitri vietgiaitri.com 언론매체

20 Vnexpress vnexpress.net 언론매체

21 Webnauan webnauan.vn 언론매체

22 Zing News zingnews.vn 언론매체

23 Custom News customnews.vn 언론매체

¡ 데이터 분석 키워드집

 - 베트남 액상과당 관련 매체 사전조사

[표 2.2] 베트남 액상과당 관련 매체 리스트 

현지 언론매체 

액상과당 관련 이슈

현지 언론매체 

액상과당 관련 이슈

현지 언론매체 

액상과당 관련 이슈
키워드 ① 설탕업계 불황 키워드 ① 설탕업계 불황 키워드 ① 설탕업계 불황

키워드 ② 설탕공급 안정화 키워드 ② 설탕 밀수 심각 키워드 ② 설탕 밀수 추적

키워드 ③ 반덤핑관세 조사 키워드 ③ 가뭄 발생 키워드 ③ 가격 안정화 추진

키워드 ④ 베트남 설탕 개방 키워드 ④ 사탕수수 타격 키워드 ④ 업계 혁신 필요

●

데이터 수집 기준

데이터 수집

수집 기간 18.01 - 20.07

수집 데이터 49,106건

데이터 정제

정제 키워드 액상과당
(đường trái cây)

정제 데이터 6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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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분류 ¡ 데이터 분석 키워드집

 - 베트남 액상과당 관련 데이터 분석 키워드집

[표 2.3] 베트남 액상과당 관련 분석 키워드

분류
키워드 수립 근거(*)

의미 베트남어 참여기업 기타

액상과당

종류

설탕 Đường O O

원당 đường thô O O

액상과당 Fructose lỏng O O

프록토오스 Froctose O O

수크로스 Sucrose O O

옥수수 시럽 Xi-rô ngô O O

사탕수수 đường mía O

감미료 chất ngọt O

액상과당 

트렌드

공급 Thuế đường O

가격 giá bán O

정책 Chính sách O

프로그램 chương trình O

관세 Phong tục O

세금 Thuế O

설탕세 Thuế đường O

반덤핑관세 Thuế chống bán phá giá O

쿼터제 Hệ thốcng khu phố O

베트남 설탕협회 VSSA O

무역협상 Đàm phán thương mại O

FTA FTA O

투자 đầu tư O

지원 ủng hộ O

보조금 trợ cấp O

밀수 Buôn lậu O

피해 hư hại O

구조조정 tái cấu trúc O

협력 Hợp tác O

안정화 ổn định O

●

키워드 수립 근거

참여

기업
한국 개발사

사용 키워드

기타
시장 사전 조사

결과 기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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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 빅데이터 분석 배경 및 목적

 - 베트남 소비자의 액상과당 소비 실태 분석
 ① 베트남 내 설탕 및 액상과당류 수입에 대한 긍부정 인식현황
 ② 베트남 액상과당류 수입 관련 현지 여론
 ③ 액상과당 수입으로 인한 베트남 업체 피해사례
 ④ 설탕 및 액상과당류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 동향

¡ 빅데이터 분석 기법 선정

 - 토픽 모델링: 베트남 설탕, 액상과당 뉴스기사에서 관련 주제 추출 

[ 베트남 액상과당 데이터 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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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설탕 공급문제로 수입 개방 및 무역협상 나서

●

베트남 시행규칙 

‘23 / 2019 / TT-BCT’ 정보

· 시행규칙명: 아세안산 

설탕 수입쿼터제 비적용 

시행규칙

· 발행일자: 19.11.13

· 시행일자: 20.01.01

· HS CODE 1701에 

한하여 적용

자료: 베트남 세관

(www.customs.gov.vn)

▶ 공급량 부족 문제로 수입쿼터제 전면 해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시행규칙 ‘23 / 2019 / TT-BCT’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아세안 지역의 설탕에 한하여 수입쿼터제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함.18) 
베트남 당국은 설탕 공급 부족 문제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설탕 수입을 
개방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태국, 라오스 등 인근 국가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유럽 등 무역협상에서 설탕 수입 논의

베트남 당국은 무역협상을 통한 설탕 수입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20년 
6월, 유럽과의 EVFTA(유럽-베트남 FTA)를 체결하여 쌀과 해산물 수출 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유럽산 설탕 및 액상과당류의 수입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협의했음.19) 또한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 인도와 비즈니스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20) 

▶ 베트남 설탕·액상과당 수입 관련 이슈 

  ① 공급문제로 설탕쿼터제 폐지 ② 무역협상을 통한 설탕 확보 추진

[표 2.4] 베트남 언론매체 설탕·액상과당 관련 주제 키워드 및 기사

자료: 베트남 언론매체 기사 ‘설탕’·‘액상과당’ 포함 기사 699건 분석 (18.01 – 20.07)

18) 베트남뉴스(Vietnam News), 「Sugar quotas scrapped for ASEAN imports」, 2019.11.21
19) 푸드내비게이터아시아(Food Navigator Asia), 「Trade-off: Rice and Seafood the big winners for Vietnam...’」 2020.06.25
20) 난단(Nhan Dan), 「Vietnam, India seek ways to boost trade ties in post-pandemic period」,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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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설탕업계, 설탕 밀수로 큰 피해 입어 

●
베트남 밀수 설탕 적발 사례

자료: Vietnam Net

▶ 사탕수수 농장 및 설탕 제조업체 큰 타격

베트남 설탕협회(Vietnam Sugarcane and Sugar Association)는 2019년 베트남 
설탕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발표함.21) 설탕 원재료인 사탕수수 
재배면적이 약 30-60% 감소했으며 투자 대비 높은 손실로 인한 베트남 농민들의 
사탕수수 사업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설탕 및 액상과당 밀수 피해 빈번하게 발생

베트남 설탕협회는 태국에서 들어오는 밀수 설탕이 베트남 설탕 산업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평가함. 지난 2년간 발생한 밀수 설탕 및 무역 사기는 베트남 
설탕공장의 1/3을 문 닫게 했고 농민들로 하여금 사탕수수 재배를 포기하게 
만들었음

국가운영위원회 또한 베트남 내 유입되는 설탕의 밀수 절차가 보다 정교해지고 
있으며, 연간 약 80만 톤에 달하는 설탕이 밀수되고 있다고 진단함. 이는 베트남 
총 설탕 수요 약 150만 톤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임22)

▶ 베트남 액상과당류 현지 수입 여론

  ① 밀수 액상과당으로 인한 피해 ② 농장-설탕업계 모두 피해

[표 2.5] 베트남 언론매체 설탕·액상과당 관련 주제 키워드 및 기사

자료: 베트남 언론매체 기사 ‘설탕’·‘액상과당’ 포함 기사 699건 분석 (18.01 – 20.07)

21) 커스텀뉴스(Custom News), 「Sugar industry suffers a lot of losses」, 2019.11.01
22) 베트남넷(Vietnam Net), 「Illegally-imported sugar products threaten Vietnamese firms」,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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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한국 및 중국 액상과당 반덤핑관세 조사 시작

●

한국산 액상과당으로 피해 

주장하는 베트남 기업 리스트

번호 회사명(홈페이지)

01 선라제당(-)

02
람선사탕수수

(Lasuco.com.vn)

03
KCP베트남산업

(kcp.vn)

04 껀터제당(-)

05 MK제당베트남(-)

06 라응아제당(-)

자료: 베트남 설탕협회

▶ 베트남 설탕업체 6개社, 한국산 액상과당으로 피해 주장

손라제당(Son La Sugar), 람손사탕수수(Lam Son Sugar Cane), KCP베트남산업(KCP 
Vietnam Industries Limited), 껀터제당(Can Tho Sugar), MK제당베트남(MK Sugar 
Vietnam), 라응아제당(La Nga Sugar Cane & Sugar) 등 6개 업체들은 중국 및 
한국산 액상과당이 헐값에 유통되어 설탕업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덤핑관세를 요청하였음. 이들은 베트남 설탕협회(Vietnam Sugar Association) 
회원사로 베트남 당국에 수입 관세부과 요청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베트남, 한국산 액상과당에 반덤핑 조사 시작

2020년 6월 29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한국 및 중국산 수입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승인함.23) 산업무역부는 자국 설탕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필요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수입된 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반덤핑 인정 시 중국산 36.09% 관세율, 한국산 
40.02%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베트남 설탕업체 피해사례 이슈

  ① 밀수 액상과당으로 피해 발생 ② 반덤핑관세 조사 착수

[표 2.6] 베트남 언론매체 설탕·액상과당 관련 주제 키워드 및 기사

자료: 베트남 언론매체 기사 ‘설탕’·‘액상과당’ 포함 기사 699건 분석 (18.01 – 20.07)

23) 미디엄(Medium), 「Vietnam to Initiate the Investigation of Imposing Anti-dumping Measure to HFCS (AD11)」,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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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당국, 설탕 공급안정화 및 생산성 제고에 힘써

▶ 베트남 설탕공급 안정화 및 밀수단속 추진

베트남 당국은 밀수 제품 유입 및 설탕 생산량 부진으로 인한 공급문제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했음. 일례로 호치민 시는 설탕의 공급 안정화 및 
가격 유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음24)

2020년 7월 베트남 세관은 산업무역부와 협력하여 수입산 설탕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모니터링하도록 제안하는 한편, 밀수 및 무역 사기를 줄이기 
위해 관리조치 및 시장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발표함25)  
 

▶ 베트남 당국, 설탕업계 자강책 역시 고민

베트남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설탕 수입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설탕 업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며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함.26) 또한, 사탕수수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에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기계화와 생산 공정 
개선을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청함

▶ 베트남 설탕·액상과당 관련 정책 이슈

  ① 밀수 단속·가격 안정책 ② 생산성 제고 

[표 2.7] 베트남 언론매체 설탕·액상과당 관련 주제 키워드 및 기사

자료: 베트남 언론매체 기사 ‘설탕’·‘액상과당’ 포함 기사 699건 분석 (18.01 – 20.07)

24) 베트남뉴스(Vietnam News), 「HCM City increases supplies of price-stabilised goods」, 2020.04.22
25) 베트남뉴스(Vietnam News), 「Customs asked to handle strictly sugar smuggling」, 2020.07.17
26) 브이엔익스프레스(VN Express), 「Vietnam PM assures ASEAN sugar import tariffs are history」, 2020.02.20



Ⅳ. 생산업체(Manufacturer)

1. 베트남 설탕 및 액상과당 주요 생산업체

2. 베트남 설탕 및 액상과당 생산업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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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설탕 및 액상과당 주요 생산업체

[표 3.1] 베트남 설탕 주요 생산업체

순번 기업명 기업 구분
규모

(매출액27), 직원 수)
주력 상품28)

유사제품
취급경험

1
누억쭝

(Nuoc Trong)

설탕 

생산업체

약 2,346억 1,410만 동 

(약 121억 원)

두엉 뜨랑 띠우 쭈안

(đường trắng tiêu 

chuẩn)

O

2
KCP 베트남 산업

(KCP

Vietnam Industries)

종합 

산업체

9,379억 7,000만 

루피29)30)

(약 1조 4,392억 원)

두엉 띤 루옌 

(Đường Tinh 

Luyện)

O

3
아인당

(Anh Dang)

설탕 

생산업체
직원 수: 약 100명

시럽 뚜엉 펜

(SIRUP ĐƯỜNG 

PHÈN)

O

4
손라

(Son La)

설탕 

생산업체

약 8,791억 7,477만 동

(약 454억 원)

두엉 낀 RS

(ĐƯỜNG KÍNH RS)
O

5
꽝응아이 

(Quang Ngai)

설탕 

및 식품 

생산업체

7조 8,940억 동

(약 4,073억 원)

두엉 낀 뜨랑 

(ĐƯỜNG KÍNH trắng)
O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유로모니터(Euromonitor)

▶ 베트남 내 유명 설탕 및 액상과당 생산업체들

27) 100동=5.16원 (2020.07.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28) 각 회사 별 사이트 및 쇼핑몰 참고
29) 인도 KCP Limited의 자회사인 KCP 베트남 산업의 매출액을 찾을 수 없어 모회사 인도 KCP Limited 매출액을 조사함
30) 1루피=15.92원(2020.07.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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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기업명 기업구분
규모

(매출액, 직원 수)
주력 상품

유사제품
취급경험

6
TTC 비엔호아

(TTC Bien Hoa)

설탕 

생산업체

약 10조 8,847억 동

(약 5,617억 원)

두엉 롱 미아싼

(Đường lỏng 

Mía Xanh)

O

7
 람손

(Lam Son)

설탕 

생산업체

약 1조 7,597억 3,565만 동

(약 908억 원)

두엉 띤 루옌 

(Đường Tinh 

Luyện)

O

8
껀터제당

(Can Tho Sugar)

설탕 및 

비료 

생산업체

약 1조 541억 2,104만 동

(약 544억 원)

두엉 띤 루옌 

뚜옹 항

(Đường Tinh 

luyện Thượng 

Hạng)

O

9
라응아

(La Nga)
설탕 

생산업체

약 2,594억 3,957만 동

(약 134억 원)

두엉 뜨랑 

까오 깝

(Đường Trắng 

Cao Cấp)

O

10
손드엉

(Son Duong)

설탕 

생산업체

약 5,713억 9,938만 동

(약 295억 원)

두엉 미아 

로아이

(ĐƯỜNG MÍA 

LOẠI)

O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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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설탕 및 액상과당 생산업체 정보

① 누억쭝(Nuoc Trong)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누억쭝(Nuoc Trong)

홈페이지 www.duongnuoctrong.vn

위치 떠이닌(Tây Ninh)

규모 매출액(’19)
약 2,346억 1,410만 동 

(약 121억 원)

기업 요약

Ÿ 2005년 5월 7일 설립

Ÿ 누억쭝 설탕 설비(Nuoc Trong Sugar Plant)로 

하루 1,000t의 사탕수수 처리 가능

Ÿ 사업 영역은 설탕 제조, 사탕수수 재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조립

Ÿ 연 17,000t의 결정 설탕 생산

Ÿ 클린 설탕, 크리스탈린 설탕, 정제 설탕, 백설탕,   

흑설탕 등을 생산

유사제품

정보

제품명

두엉 뜨랑 띠우 쭈안

(đường trắng tiêu 

chuẩn)

종류 설탕

용량 50kg

원산지 베트남

자료: 누억쭝(Nuoc trong) 제당 홈페이지, 유로모니터(Euromonitor)

사진 자료: 누억쭝(Nuoc trong) 제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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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기업정보

⦁생산 품목 

- 사탕수수, 백설탕

⦁유통채널

 - 회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받음

추가

기업정보

 Ÿ 이름: Nouc Trong Sugar Joint Stock Company

  설립 날짜: 2005년 4월 7일

 Ÿ 본사

- 주소: xã Tân Hội - Huyện Tân Châu - Tỉnh Tây Ninh

 Ÿ 이사회

- 이사회 의장: Vo Thi Bich Hanh

  이사: Vo Thi Bich Hanh

 Ÿ 정보

 - 사업자 식별 번호: 3900243272-005

 - 최초 등록: 2005년 10월 13일

 - 5차 변경 등록: 2012년 4월 4일

 Ÿ 사업 활동 

- 설탕 제조, 사탕수수 재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조립 

  (식품 산업 기계 및 장비 설치), 일반 거래

 Ÿ 주요 생산품: 1형 결정 설탕 (17,000t/년)

 Ÿ 헌장 자본

- 580억 동

- 주식의 액면가는 1만 동

기업 연락처

Ÿ 문의사항 연락처

 이메일: duongnuoctrong@duongnuoctrong.vn

 전화: +84 0276 3751002

자료: 누억쭝(Nuoc trong) 홈페이지, 유통채널 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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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CP 베트남 산업(KCP Vietnam Industries)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KCP 베트남 산업(KCP Vietnam Industries)

홈페이지 www.kcp.vn

위치 푸옌(Phu Yen)

규모

매출액(’18)
9,379억 7,000만 루피

(약 1조 4,392억 원)

기타 규모 직원 수(’20년): 약 700명 이상

기업 요약

⦁인도의 KCP limited의 자회사

⦁1997년 설립

⦁하루 1,000t의 사탕수수 처리 가능

⦁약 20,000ha의 사탕수수 재배 지역을 소유

⦁국제 품질 관리 시스템 FSSC 22000, 

  할랄 인증 취득

기업

최근 이슈

⦁2020년 중국 및 한국산 액상과당이 싼 값에 유통되고 있어 자사의       

  설탕 산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함

유사제품

정보

제품명
두엉 띤 루옌 

(Đường Tinh Luyện)

종류  정제 설탕

용량 50kg

원산지 베트남

자료: KCP 베트남 산업(KCP Vietnam Industries) 홈페이지, 유로모니터(Euromonitor), 

스태티스타(Statista)

사진 자료: KCP 베트남 산업(KCP Vietnam Industri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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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기업정보

⦁생산 품목 

- 백설탕, 정제 설탕 등

⦁유통채널

 - 쇼피(Shopee) 등의 온라인 몰이나 회사 홈페이지

추가

기업정보

⦁KCP 베트남 산업은 인도 KCP 유한회사(KCP L.L.C)를         

  모회사로 가짐 

⦁KCP 유한회사는 설탕과 시멘트 생산 및 중공업용 고품질      

  기계제조로 잘 알려진 기업임

⦁KCP 유한회사는 1990년부터 턴키 및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기계와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베트남 설탕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해 왔음

⦁KCP 베트남 산업의 본사와 공장은 푸옌(Phu Yen)주의 손     

  호아(Cung Son) 마을 24/3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6월에 사탕수수의 초기 생산량은 2,500t에 달함 

기업 연락처

⦁문의사항 연락처

 이메일:sales@kcp.vn

 전화: +84 257 3861616

자료: KCP 베트남 산업(KCP Vietnam Industries) 홈페이지, 유통채널 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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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인당(Anh Dang)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아인당(Anh Dang)

홈페이지 www.duongphenanhdang.com.vn

위치 호치민(Hồ Chí Minh)

규모 기타 규모 직원 수(’20년): 약 100명

기업 요약

⦁2004년 10월 설립

⦁설탕, 시럽, 타마린드 시럽 등을 생산 및 유통

 ⦁바위 설탕 등 다양한 종류의 설탕 및 설탕시럽 

   제품을 생산

 ⦁현지 이마트, 롯데마트, Big C, 이온몰, 콥마트 등의

   유통채널을 통해서 자사 제품을 판매중임

유사제품

정보

제품명
시럽 뚜엉 펜

(SIRUP ĐƯỜNG PHÈN)

종류 시럽

용량 500ml

원산지 베트남

자료: 아인당(Anh Dang) 홈페이지 , 유로모니터(Euromonitor)

사진 자료: 아인당(Anh Dan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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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기업정보

⦁생산 품목 

- 백설탕, 정제 설탕 등

⦁유통채널

 - 베트남 롯데마트, 이마트, 이온, Big C, 콥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

추가 

기업 정보

⦁아인당(Anh Dang Production and Trading Co., Ltd)은     

  2004년 10월 8일 호치민시 기획투자부에서 발행한 사업자    

  등록증 번호 0303514678에 따라 2004년 10월에 설립됨

⦁설탕, 시럽 및 타마린드 시럽을 생산함

⦁핵심가치

- 책임: Vietgap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 재료를 사용

- 안전: 제품은 품질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 제조됨

- 다양성과 혁신: 오래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함

- 문화: 고대 베트남의 정수를 보존하고 개발함

-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기업의 책임을 보여줌

기업 연락처

⦁문의사항 연락처

 이메일:info@duongphenanhdang.com.vn

 전화: +84 028 3755 9424

자료: 아인당(Anh Dang) 홈페이지, 유통채널 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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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손라(Son La)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손라(Son La)

홈페이지 www.miaduongsonla.vn

위치 손라(Son La)

규모

매출액(’18)
약 8,791억 7,477만 동

(약 454억 원)

기타 규모 직원 수(’20년): 약 400명

기업 요약

⦁1997년 8월 국유 기업으로 설립

⦁2007년 100% 국유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재배면적 8,000ha 소유

⦁8,637개의 사탕수수 재배 가정과 사탕수수 재배 

  및 구매 계약 체결

⦁대통령 노동 훈장 수여받음

기업

최근 이슈

⦁2020년 2월, 손라의 사무총장 Tran Ngoc Hieu는 사탕수수 구매       

  비용의 최저가를 사탕수수 톤당 80만 동에서 85만 동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유사제품

정보

제품명
 두엉 낀 RS

(ĐƯỜNG KÍNH RS)

종류 설탕

용량 1kg

원산지 베트남

자료: 손라(Son La) 홈페이지 , 옐로우페이지(Yellow pages), 스태티스타(Statista)

사진 자료: 손라(Son L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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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기업정보

⦁생산 품목 

- 정제설탕, 백설탕, 흑설탕 등

⦁유통채널

 - 쇼피(Shopee) 등의 유명 온라인 몰

추가 

기업 정보

⦁1995년 9월 16일 손라 제당회사(Son La Sugar Company)  

  건설 착공

⦁1997년 8월 12일 손라 지방 인민위원회는 산하에 국유기업인    

   손라 제당회사 설립

⦁2007년 11월 26일 손라 지방 인민위원회는 손라            

  제당회사의 재정 구조 조정 계획을 승인함. 이에 따라, 손라    

  제당회사는 100% 국유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국가 자본이 전체 정관 자본의 58.68%를 차지하게 됨

⦁2008년 1월 2일 손라 제당 주식회사(Son La Sugar Joint    

  Stock Company)의 주주 총회 개최됨

⦁2015년 10월 31일, 베트남 부채 거래 회사(Vietnam Debt   

  Trading Company)는 손라 제당 주식회사의 모든 국가        

  자본을 공식적으로 매각함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약 8000ha이며 8,637개의 사탕수수 재배   

  농가와 사탕수수를 재배 및 구매 계약을 체결

⦁하루에 5,000t의 사탕수수를 압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품질 관리 시스템(ISO 9001: 2015) 하에서 관리됨

기업 연락처

⦁문의사항 연락처

 이메일:sls.miaduongsonla@gmail.com

 전화: +84 223 843274

자료: 손라(Son La) 홈페이지, 유통채널 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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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꽝응아이(Quang Ngai)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꽝응아이(Quang Ngai)

홈페이지 www.qns.com.vn

위치 꽝응아이(Quang Ngai)

규모
매출액(’18)

7조 8,940억 동

(약 4,073억 원)

기타 규모 직원 수(’20): 약 1,000명 이상

기업 요약

⦁2005년 설립, 2006년부터 운영 시작

⦁설탕, 꿀, 식품, 음료 포장·가공 산업과 건설 

  및 인프라 사업 진행

⦁2017년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기업 인증

⦁베트남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500대 기업에 속함

기업

최근 이슈

⦁2020년 6월 18일, 꽝응아이의 브랜드인 비나소이 두유 제품이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티몰, 타오바오, 징동에 입점함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현지 의료진들에게 자사 두유제품 백만  

  상자를 기부

유사제품

정보

제품명
두엉 낀 뜨랑 

(ĐƯỜNG KÍNH trắng)

종류 설탕

용량 50kg

원산지 베트남

자료: 꽝응아이 (Quang Ngai) 홈페이지, 유로모니터(Euromonitor)
사진 자료: 꽝응아이 (Quang Nga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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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기업정보

⦁생산 품목 

- 정제 설탕

⦁유통채널

 - 쇼피(Shopee) 등의 유명 온라인 몰이나 마트

추가 

기업 정보

⦁기업명: Quang Ngai Sugar Joint Stock Company 

⦁주소: Quang Ngai Province Quang Ngai City Nguyen Chi  

        Thanh 02

⦁세금 코드: 4300205943

⦁사업자 등록증 번호: 2005년 12월 28일 Quang Ngai 지방   

  기획 투자부에서 발행한 3403000079

⦁사업 분야

- 꿀, 식품, 음료 포장 및 가공

- 광천수 채굴·제조·가공 및 무역

- 인프라 건설

- 기계 및 장비 건설·수리·설치

- 사탕수수 종자 및 관련 재료 거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탕, 제과, 맥주, 광천수, 우유,         

  알코올, 이산화탄소, 사탕수수 등

기업 연락처

⦁문의사항 연락처 

 이메일:info@qns.com.vn

 전화: +84 255 3725110

자료: 꽝응아이(Quang Ngai) 홈페이지, 유통채널 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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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TTC 비엔호아(TTC Bien Hoa)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TTC 비엔호아(TTC Bien Hoa)

홈페이지 www.bhs.vn

위치 동나이(Nong Nai)

규모

매출액(’19)
약 10조 8,847억 동

(약 5,617억 원)

기타 규모 직원 수(’20): 약 4,100명 이상

기업 요약

⦁1969년 설립

⦁1994년 비엔호아 제당 회사로 이름 변경

⦁2006년 호치민 등권 거래소에 상장

⦁2007년 Tri An 제당 회사 인수 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일 2,500t의 사탕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됨

⦁2017년 Thanh Thanh Cong Tay Ninh             

  Sugar(TTC)와 Bien Hoa Sugar 합병

⦁2017년 베트남 소비자가 투표한 고품질 베트남 

  상품상 수상

⦁2017년 세계 우수 브랜드 상 수상

기업

최근 이슈

⦁2020년 3월, 비엔호아가 시장에서 유명한 브랜드인 만큼 위조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2020년 5월, 9개월간 699,000t의 설탕을 판매했다는 기사 보도됨

유사제품

정보

제품명
두엉 롱 미아싼

(Đường lỏng Mía Xanh)

종류 액상당

용량 500ml

원산지 베트남

자료: TTC 비엔호아 2018-2019년 연간보고서, 유로모니터(Euromonitor)
사진 자료: TTC 비엔호아 홈페이지, 쇼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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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기업정보

⦁생산 품목 

- 정제 설탕, 백설탕, 흑설탕, 액상당 등

⦁유통채널

 - 쇼피(Shopee) 등의 유명 온라인 몰

 - 베트남 롯데마트, 이마트, 이온, Big C, 콥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

추가 

기업 정보

⦁기업명: Bien Hoa Sugar Joint Stock Company(BHS)

⦁TTC 비엔호아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대중 건강을 위한 브랜드,  

  깨끗한 제품을 만든다’라는 모토를 목표로 항상 고객과         

  파트너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고 경제, 지역 사회 및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TTC 비엔호아는 설립 후 47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 설탕       

  산업의 주요 기업 중 하나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영양에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개발을      

  지속중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농부들과 함께 사탕수수를 개발하여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보장을 보장함

⦁사업 분야

- 사탕수수 정제 및 설탕 생산

- 원자재 분야 투자 및 개발

- 기계 가공 및 제조

- 농자재 매매

- 비료 구매 및 판매

- 화물 운송

- 비료 생산 및 창고 서비스 제공

- 부동산 사업

기업 연락처

⦁문의사항 연락처 

 이메일:bhs@bhs.vn

 전화: +84 251 3836199

자료: TTC 비엔호아 홈페이지, 유통채널 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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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람손(Lam Son)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람손(Lam Son)

홈페이지 www.lasuco.com.vn

위치 딴호아(Thanh Hoa)

규모

매출액(’18)
약 1조 7,597억 3,565만 동

(약 908억 원)

기타 규모 직원 수(’20): 약 1,635명

기업 요약

⦁베트남 북부 람손 지역에서 하루 총 6,500t의         

  사탕수수를 처리하는 2개의 설탕 정제소를 운영 중

⦁설탕 정제시설 이외에도 2개의 알코올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액상당도 생산함

⦁주력 시장은 베트남 내수 시장

⦁수출 비중 증대 노력 중

기업

최근 이슈

 

⦁2020년 2월, 설탕 가격 상승에 따라 설탕 가격 인상하기로 결정함

⦁2019년 10월, 람손 기업의 점진적인 부채 문제로 

  농 콩 설탕회사(Nong Cong Sugar Company)를 매각하기로 결정함

 

유사제품

정보

제품명
두엉 띤 루옌 

(Đường Tinh Luyện)

종류 설탕

용량 1kg

원산지 베트남

자료: 람손(Lam Son) 홈페이지, 유로모니터(Euromonitor)
사진 자료: 람손(Lam S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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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기업정보

⦁생산 품목 

- 정제 설탕, 백설탕, 흑설탕, 액상당 등

⦁유통채널

 - 쇼피(Shopee) 등의 유명 온라인 몰이나 마트

추가 

기업 정보

⦁기업명: Lam Son Sugar Cane Joint Stock Corporation

⦁베트남 북부 지역의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황설탕, 정제당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전문회사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며 이 중 기술자가 15%를 차지함

⦁2012년 12.5MW급 발전소와 연계한 첨단기술로 제 2설탕    

  공장의 생산량을 하루 4,000t에서 8,000t으로 늘리기 위한    

  건설투자를 완료해, 매일 총 설탕량 10,500t을 조달하고 있음

기업 연락처

⦁문의사항 연락처

 이메일:info@lasuco.com.vn

 전화: +84 237 38996667

자료: 람손(Lam Son) 홈페이지, 유통채널 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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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껀터제당(Can Tho Sugar)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껀터제당(Can Tho Sugar)

홈페이지 www.casuco.com.vn

위치 호치민(Ho Choi Minh)

규모 매출액(’18)
약 1조 541억 2,104만 동

(약 544억 원)

기업 요약

⦁1995년 11월 설립됨

⦁하루에 3,500t의 사탕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     

  설비를 갖추고 있음

⦁연간 80만-100만t의 설탕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메콩 삼각주와 호치민 시 전역에 약 60개의    

  제품 유통 에이전트가 있음

⦁사탕수수 재배 기술을 지역 농부들에게 이전하여       

  고품질의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있음

⦁베트남 정부로부터 2급 노동 훈장 수여

기업

최근 이슈

⦁ 2020년 7월, 중국 및 한국산 액상과당이 싼 값에 유통되고 있어 베트남  

   국내 설탕 산업에 치명적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

 ⦁ 2020년 7월 새로운 총책임자 임명 결정함

유사제품

정보

제품명

두엉 띤 루옌 뚜옹 항

(Đường Tinh luyện 

Thượng Hạng)

종류 설탕

용량 1kg

원산지 베트남

자료: 껀터제당(Can Tho Sugar) 홈페이지, 옐로우페이지(Yellowpagesvm.com) 유로모니터(Euromonitor)
사진 자료: 껀터제당(Can Tho Suga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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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기업정보

⦁생산 품목 

- 정제 설탕, 백설탕 등

⦁유통채널

 - 쇼피(Shopee) 등의 유명 온라인 몰이나 마트

추가 

기업 정보

⦁기업명: Can Tho Sugar Joint Stock Company (CASCO) 

⦁호치민과 껀터 시에 지점 및 대표 사무소를 보유함

⦁CASUCO의 설립 자본금은 1억 3,880만 동이며, 

  현재 호치민 증권 거래소(HOSE)에 주식 상장됨  

⦁CASUCO는 현재 다음과 같은 메콩 삼각주 설탕 산업 관련     

  기업의 주요 주주임

- SOC 트랑 설탕 주식 회사

  (Soc Trang Sugar Joint Stock Company)

- 사우스 웨스트 설탕 주식 회사

  (Southwest Sugar Joint Stock Company)

- 벤 트레 설탕 주식 회사

  (Ben Tre Sugar Joint Stock Company)

기업 연락처

⦁문의사항 연락처

 이메일:casuco@casuco.com.vn

 전화: +84 0293 3879607

자료: 껀터제당 (Can Tho Sugar) 홈페이지, 유통채널 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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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라응아(La Nga)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라응아(La Nga)

홈페이지 www.langasuco.com.vn

위치 동나이(Dong Nai)

규모

매출액(’18)
약 2,594억 3,957만 동

(약 134억 원)

기타 규모 직원 수(’19): 약 500명 이상

기업 요약 

⦁1979년 11월 설립됨

⦁라응아 설탕 공장은 라응아 강의 풍부한 토양과         

  물을 이용하여 최고 품질의 사탕수수를 생산하고 있음

 ⦁일당 2,500t의 사탕수수를 처리하며, 일당 180t의      

 설탕을 생산하고 있음

⦁2018년 3월부터 아노바 그룹사(Anova Corp Group)의  

  일원이 됨

기업

최근 이슈

 

⦁2019년 라응아 설탕 회사는 농민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비엣콤 은행(Vietcom Bank)과 함께 ‘농민 지원 대출’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농부들에게 자본 지원을 제공함

유사제품

정보

제품명
두엉 뜨랑 까오 깝

(Đường Trắng Cao Cấp)

종류 설탕

용량 500g

원산지 베트남

자료: 라응아 (La Nga) 홈페이지, 유로모니터(Euromonitor)
사진 자료: 라응아 (La Ng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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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기업정보

⦁생산 품목 

- 정제 설탕, 백설탕 등

⦁유통채널

 - 쇼피(Shopee) 등의 유명 온라인 몰이나 마트

추가 

기업 정보

⦁기업명: La Nga Sugar Joint Stock Company 

⦁라응아는 1979년 11월 11일부터 푸순시(TanPhu)시의 응옥 푸(Phu  

  Ngoc) 코뮌에 건설되었으며 1984년 4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함

⦁일 당 2,500t의 사탕수수를 압착하며 정제 설탕 처리 용량은   

  일당 180t임

⦁매년 시장에 공급되는 정제 설탕은 3만-4만t에 달함

⦁회사의 제품은 유럽 표준, ISO 9001: 2015 품질 관리       

  시스템에 따라 고품질을 생산하며 수년간 고품질 베트남 상품   

  상을 지속적으로 수상해옴

기업 연락처

⦁문의사항 연락처

 이메일:mdlanga@langasuco.com.vn

 전화: +84 251 385 3055

자료: 라응아 (La Nga) 홈페이지, 유통채널 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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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손드엉(Son Duong)

기업

기본 정보

기업명 손드엉(Son Duong)

홈페이지 www.sonsuco.com.vn

위치 뚜옌꽝(Tuyên Quang)

규모 매출액(’18)
약 5,713억 9,938만 동

(약 295억 원)

기업 요약

⦁1982년 공식 설립됨

⦁일당 100t의 사탕수수를 처리할 수 있음

⦁사탕수수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투옌 꽝(Tuyen        

  Quang) 지방의 이전 과일나무 영역을 사탕수수 재배   

  지역으로 변경함

⦁지속적인 제품 품질 향상 노력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함

 ⦁2010년 8월, 대통령이 회사의 성과를 인정하여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3급 노동 메달을 수여함

유사제품

정보

제품명
두엉 미아 로아이

(ĐƯỜNG MÍA LOẠI)

종류 설탕

용량 1Kg

원산지 베트남

자료: 손드엉 (Son Duong) 홈페이지, 유로모니터(Euromonitor)
사진 자료: 손드엉 (Son Duon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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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기업정보

⦁생산 품목 

- 정제 설탕, 백설탕 등

⦁유통채널

 - 쇼피(Shopee) 등의 유명 온라인 몰이나 마트

추가 

기업 정보

⦁기업명: Son Duong Sugar Joint Stock Company

⦁주소: Trai jack village-Hao Phu-Son Duong-Tuyen       

         Quang

⦁사업 범위

- 당밀 및 설탕 제품 가공

- 알코올, 제과, 청량 음료, 미생물 비료 생산

- 동물 사료 가공

- 운송 서비스

- 가솔린 및 오일 가공

- 사탕수수 재배 및 사탕수수 기술 서비스

⦁자본금: 179억 8,550만 동

기업 연락처

⦁문의사항 연락처 

 이메일:mdlanga@langasuco.com.vn

 전화: +84 251 385 3055

자료: 손드엉 (Son Duong), 유통채널 담당자와의 인터뷰



Ⅴ. 통관·검역(Customs·Quarantine)

1.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인증 취득

2.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사전 절차

3.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라벨 심의

4.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서류 준비

5.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세금 납부

6.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검역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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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인증 취득

▶ 베트남 수입 식품 ‘적용 받는 강제 인증 無’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액상과당·원당·설탕 제품이 현지 진출 시 꼭 
취득해야하는 강제 인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일반 식품의 경우 수출기업의 
선택에 따라 HACCP 인증 또는 그 외의 기타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표 4.1] 베트남 식품 인증 취득

인증명 인증 성격 강제 유무 발급 기관 인증 Mark

HACCP
식품 생산

안전 인증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ISO 22000
식품 생산

안전 인증
선택

정부 지정 인증기관

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기관

IFS
식품 생산

안전 인증
선택 IFS 지정 인증기관

BRC

Food Safety

식품 생산

안전 인증
선택 BRCGS 지정 인증기관

FSSC 22000
식품 생산

안전 인증
선택 FSSC 지정 인증기관

GMP
식품 및 의약품

생산 안전 인증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각 인증기관

●

인증 취득

베트남으로 제품 수출 시, 

필요하거나 선택 가능한 

인증 정보 제공

●

액상과당·원당·설탕

액상과당·원당·설탕 품목은 

일반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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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베트남 식품 인증 취득

HACCP

절차 기간

서류제출>서류심사>현장 확인 및 심사>판정>인증 40일

서류 비용

신청서,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영업/사업자 등록증 등 20만원

ISO 22000

절차 기간

서류제출>인증계약>계획통보>서류심사>현장심사>

시정 조치>인증 심의>인증>사후관리심사>갱신 심사
-

서류 비용

신청서,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120-130만원

IFS

절차 기간

인증의뢰>사전심사>현장심사>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인증발급
약 24주

서류 비용

신청서 등 약 900-1,000만원

BRC

Food Safety

절차 기간

인증의뢰>사전심사>현장심사>

부적합 사항 시정 조치>인증발급
-

서류 비용

신청서, 식품안전 및 품질에 관한 매뉴얼 등 약 900-1,000만원

FSSC 22000

절차 기간

서류제출>1차 현장 평가>2차 현장 평가>인증>사후관리 심사 -

서류 비용

신청서, 회사 정보, 기 취득 인증 등 500-600만원

GMP

절차 기간

서류제출>서류검토>현지확인 및 시설조사>판정>허가증 발급 14일-20일

서류 비용

신청서,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품질 관리실의 기계기구류 목록 등  
5-20만원

자료: 각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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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사전 절차

▶ 베트남 식품 수출을 위해 사전 심사 ‘필요’

▶ 식품 등록 절차, 식품안정성 공표 절차로 간소화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입할 때 해당 식품을 필수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2018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절차는 식품안전성 
공표 절차로 간소화되었음. 건강보조식품, 영유아식품, 병원용 식품 등의 경우 
담당기관에 내용을 제출하여 등록을 거쳐야 하나, 일반가공식품류의 경우 
자체적인 공표 절차와 서류 제출로 진행됨

육류, 유제품, 신선 농산물 등의 경우 사전 수입 허가나 식품 가공장 등록 절차 
등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일반가공식품으로 포장 제조된 액상과당·원당·설탕의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등록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표 4.3] 베트남 수입 전 사전 절차

적용 규제 No. 15/2018/ND-CP

담당 기관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필요 정보

및 서류

a. 자체 상품 공표서

 - 모두 베트남어로 작성할 것

 -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 후 공증 필수

 - Decree 15/2018/ND-CP 부록 1의 Form 1 양식 사용

b.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ISO 17025 표준에 부합하는 공인 검사 기관을 

통할 것

 - 상품 공표 서류 제출일 기준 12개월 이내일 것

 - 베트남 보건부의 식품안전기준 규정을 지킬 것

절차

a. 자체 상품 공표서 작성 및 지정기관 서류 제출

 - 지정 기관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송부 방식으로 제출 가능

b. 공표 정보 공시

 - 자사 홈페이지 또는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정보 공시

c. 지정기관은 제출받은 공표 사실을 웹사이트 상에 공시

주의사항
제품명, 원산지, 성분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정기관으로 해당 내용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함

자료: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사전 절차

베트남으로 제품 수출 시, 

품목에 대한 사전 규제 및 

심사제도 정보 제공

●

액상과당·원당·설탕

액상과당·원당·설탕 품목은 

일반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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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라벨 심의

▶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라벨 규정

[표 4.4] 베트남 라벨 표기사항

적용 규제 No. 15/2018/ND-CP

세부 규정 No. 43/2017/ND-CP ‘Decree on goods labeling’ 

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항목)

· 제품명 

· 제품의 책임을 갖는 업체의 명칭 및 주소

· 원산지

· 제품 용량

· 제조일

· 유통기한

·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영양정보

· 허용 사용량 및 주의 정보

· 바코드, 인증 마크, 등록 마크 등 추가해야 하는 정보

· 보관 방법 및 사용 방법

·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베트남어로 표기할 것

베트남어로 표기되어 있고,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필수 라벨 내용을 담고 있는 
부착물도 인정

베트남 명칭이 없거나 번역이 불가능한 
화학물질, 약품, 성분 등 법률이 정하는 
명칭은 제외

글자의 크기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1.2mm이상(80cm²이하인 경우 0.9mm 
이상))

제품명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할 것

필수 기재사항 중 가장 큰 사이즈로 
표기할 것

제품 용량

숫자 혹은 개수로 표기할 것

표기 단위 및 표기 방법은 규정을 참조할 것

제품명에 포함된 색상, 향에 관한 첨가물 
또는 추출물과 농축물은 해당 원료의 
함유량을 표기할 것

원산지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으로 표기할 
것

약어로 표기하지 말 것

유통기한
‘일, 월, 년’ 순으로 작성할 것

‘.’, ‘/’, ‘-’를 이용하여 구분할 것

자료: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USDA FAS)

●

라벨 심의

베트남으로 제품 수출 시, 

요구되는 제품에 대한

라벨 규정 정보 제공

●

액상과당·원당·설탕

액상과당·원당·설탕 품목은 

일반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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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영양정보

성분, 식품첨가물을 표시할 때 중량 대비 
성분의 비율 또는 중량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할 것

홍보를 위해 특정 성분이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용량은 
필수적으로 표기할 것

식품첨가물의 명칭은 국제 코드 또는 
성분명으로 작성될 것

2개 이상의 식품첨가물을 표기하는 경우 
중량 대비 비중 순으로 나열할 것

식품첨가물 이름 아래에 “Dùng cho thực 
phẩm(식품을 위해 사용됨)”의 문장을 
최소 2mm이상 크기의 굵은 글씨체로 
표기할 것

아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추가적인 표기 
필요
a.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는 곡물 또는 
식품
(e.g. 밀, 호밀, 귀리 등과 이를 활용한 
전분 등)
b. 갑각류
c. 달걀과 달걀 제품
d. 어류와 어류 제품
e. 땅콩, 대두와 관련 제품
f. 우유와 유제품(락토스, 설탕, 우유 포함)
g. 견과류와 관련 제품
h. 10mg 또는 그 이상의 농도인 아황산염

GMO식품
제품에 “thực phẩm biến đổi gen 
(genetically engineered food)” 표기를 
할 것

기타
제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고 문구 등 
정보를 표기할 것

자료: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USDA 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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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서류 준비

▶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준비 필요

  베트남 수입신고, 서면 또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진행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수입 신고는 전자통관시스템(Vietnam 
National Single Window Portal)을 통해 진행됨. 베트남 수입 규정이 정하고 있는 
특정한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화물은 온라인 통관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 
신고를 실시함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증명방식으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발급받은 
공통의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음.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1회만 사용 가능하며, 다음 수출 시에도 동일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함. 다만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하여 인증을 
받게 되면 관련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음

[표 4.5] 베트남 통관 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일반 서류

수입신고서 (-)

가격신고서 (-)

수입허가증(수입업자)
베트남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선적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원산지증명서 관세청 / 상공회의소

검사결과서 (-)

자료: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

서류 준비

베트남으로 제품 수출 시,

통관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 정보 제공

●

액상과당·원당·설탕

액상과당·원당·설탕 품목은 

일반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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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세금 납부

▶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관세율 0 - 15% 적용

▶ 한국-베트남 FTA 발효로 협정세율 ‘적용’

베트남의 경우 액상과당은 HS-CODE 1702.60-20(과당시럽), 원당은 
1701.99-90(기타), 설탕은 1701.14-00(그 밖의 사탕수수당) 세번을 사용하여  
수입됨.31) 베트남 수입 시 기본 세율은 15 – 25%가 적용되나 한국산 제품의   
경우 2015년 12월 20일부로 발효된 한-베트남 FTA 협정으로 협정 세율을 적용
받아 제품의 분류에 따라 0 - 15% 관세율이 적용됨.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가 
제품에 포함되며, 제품의 품목에 따라 0%, 5%, 10%로 달리 적용됨

· 수입 서류 심사비용에 183달러(한화 약 22만 원)32) 소요
· 수입 서류 심사 기간은 76시간 소요
· 통관 비용은 373달러(한화 약 44만 원) 소요
·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56시간 소요

[표 4.6] 한국·베트남 HS CODE 비교 및 베트남 수입 세율 - 액상과당

구분 HS CODE 품목 분류 비고

한국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6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1702.60-2000 과당시럽

베트남 1702.60-20 과당시럽

관세
기본관세율 15%

협정 세율 0%

VAT   0 - 10%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

세금 납부

베트남으로 제품 수출 시, 

통관 과정에서 요구되는 

세금 정보 제공

●

액상과당·원당·설탕

액상과당·원당·설탕 품목은 

일반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함

31) 베트남 세번의 경우 액상과당·원당·설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세번 항목의 정보를 각각 제공함. 다만, 해당 항목 판단은 베트남        
  세관당국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베트남 관세청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

32) 1달러=1,198.50원 (2020.07.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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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한국·베트남 HS CODE 비교 및 베트남 수입 세율 - 원당

구분 HS CODE 품목 분류 비고

한국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99-0000 기타

베트남 1701.99-90 기타

관세
기본관세율 15%(m/unit) 또는 17%(unit)

계산단위에 따라 

세율변동

협졍 세율 15%

VAT 0 - 10%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표 4.8] 한국·베트남 HS CODE 비교 및 베트남 수입 세율 – 설탕

구분 HS CODE 품목 분류 비고

한국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701.14-1000

1701.14-2000

당도(糖度)가 98.5도 이하인 것

당도(糖度)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베트남 1701.14-00 그 밖의 사탕수수당

관세
기본관세율 25%

협정 세율 15%

VAT 0 - 10%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

세금 납부

베트남으로 제품 수출 시, 

통관 과정에서 요구되는 

세금 정보 제공

●

액상과당·원당·설탕

액상과당·원당·설탕 품목은 

일반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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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검역 심사 절차

▶ 베트남, 식품 위험도별 검역 심사 진행 

▶ 수입 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 대상 선별 후 검역 진행

[표 4.9] 베트남 통관 프로세스

▶ 베트남 액상과당·원당·설탕 식품 첨가물 규정 확인 필요

[표 4.10] 베트남 식품 첨가물 규정 확인 방법

사이트 KATI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국가 베트남

식품유형 당류



Ⅵ. 전문가인터뷰(Expert Interview)
Interview ① 쿠인응우옌컴파니(Quynh Nguyen Company)

Interview ② 고스(Goce)

Interview ③ 빈쿠옹(Vinh Khuong)

Interview ④ 사이공화학(Saigon Chem)

Interview ⑤ 예비베트남(Abby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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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① 쿠인응우옌컴파니
            (Quynh Nguyen Company)
33)

●
쿠인응우옌컴파니

(Quynh Nguyen Company)

전문가 소속

쿠인응우옌컴파니
(Quynh Nguyen 
Company)
수입도매업체

연락처

+84 28-3717-3538

전문가 정보

Ms. Quynh 

(Director)

쿠인응우옌컴파니(Quynh Nguyen Company)

Director, Ms. Quynh

Q. 회사와 취급 제품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인응우옌컴파니는 2016년에 설립된 수입도매업체로, 호치민시에 본사를, 
하노이시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약품, 화장품, 식품 등의 원재료를 취급하며, 
특히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액상과당 등의 식품 원재료 및 첨가물을 수입합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유수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수입하여 해당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체에게 원재료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Q. 베트남 시장의 액상과당 수입 동향은 어떠한가요?

베트남 시장의 액상과당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액상과당 
수입량은 약 8만 2,000톤이었으며, 2018년에는 약 15만 톤, 2019년에는 약 19만 
톤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며, 현지 
시장에서 수입산 제품들의 유통이 많아지게 되어 베트남 내수 가공설탕 시장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Q. 최근 불거진 반덤핑 사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최근에서야 수입산 액상과당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덤핑 사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액상과당 수입량은 2020년 약 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업체는 전체 베트남 액상과당 수입량의 약 5%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업체 내부에서 받은 피해나 별다른 변화는 
없으나 수입량이 많은 주변 업체의 상황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33) 사진자료: 쿠인응우옌컴파니(Quynh Nguyen company) 홈페이지(quynhnguyen.com.vn/san-pham/thuc-pha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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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덤핑 사태에 대해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일부 베트남 현지 설탕 업체가 정부에게 관련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업체는 최근 줄어들고 있는 내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길 원하지만, 
기대와 달리 값싼 수입산 액상과당으로 인해 실질적인 점유율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전례에 없었기 때문에 현지 업체와 정부기관 역시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Q. 반덤핑 사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부처는 어디인가요?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액상과당 반덤핑 사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덤핑 사태를 막을 법규를 제정한다고 하여 당장의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반덤핑 관련법이 법제화 및 
규제화 되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며, 테스트 기간을 거친 다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련법이 제정되어 정식으로 발효된다면, 
외국산 제품의 수입 제재가 가해질 것이며 나아가 수입 금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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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② 고스(Goce)
34)

●

고스(Goce)

전문가 소속

고스(Goce)

소매업체

연락처

+84 906-368-199

전문가 정보

Mr. Thai

(Purchasing Manager)

고스(Goce)

Purchasing Manager, Mr. Thai

Q. 회사와 취급 제품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스는 베트남 및 수입산 식품의 원재료를 취급하는 소매업체로 굿프라이스베트남   
(Goodprice Vietnam Service Trading Co.)의 온라인 유통 사이트입니다. 주로  
한국, 중국, 인도, 태국 등지에서 농수산 제품을 수입하며 특히 분말류(밀가루, 전분, 
등), 유기농 과일 및 야채, 식품 첨가물 등을 판매합니다. 

Q. 최근 반덤핑 사태로 인한 업체 내 변화가 있나요? 

최근 반덤핑 사태가 저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체는 20-30톤 정도의 액상과당을 수입하는데, 이는 베트남 전체 액상과당 
수입량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사태가 심각해지더라도 저희 업체가 입는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또한 소규모 수입 업체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Q.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산 액상과당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요? ·

대다수의 고객들은 베트남 현지 제품보다 수입산 제품을 더욱 선호하며, 품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제품보다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높습니다. 태국산 제품은 한국산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한국산 제품보다 높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자연적인 변형을 거친 하이브리드 옥수수 
교잡종을 재배하여 액상과당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옥수수는 
크기가 크고 단맛도 높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또한 한국산 옥수수 
액상과당을 선호합니다.

34) 사진자료: 고스(Goce) 홈페이지(goce.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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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액상과당의 수입 증가로 베트남 현지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베트남 현지 제조업체는 외국 업체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현지 
제품의 품질이 수입산 제품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공급량 
차이로 인해 가격 경쟁 면에서도 실패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현지 업체만의 장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는 아무도 베트남산 설탕시럽을 구매하려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재고가 쌓여 현지 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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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③ 빈쿠옹(Vinh Khuong)
35)

●
빈쿠옹(Vinh Khuong)

전문가 소속

빈쿠옹(Vinh Khuong)

수입유통업체

연락처

+84 908-358-736

전문가 정보

Mrs. Hanh

(Manager)

빈쿠옹(Vinh Khuong)

Manager, Mrs. Hanh

Q. 회사와 취급 제품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쿠옹은 호치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수입유통업체입니다. 주로 한국, 미국, 독일, 
일본, 태국 등지에서 수입하며 당류 제품, 식품 첨가물, 방부제 등의 식품 원재료를 
취급합니다. 

Q. 반덤핑 사태 이후 베트남 시장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요?

최근 베트남 시장은 액상과당 반덤핑 사태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외국산 액상과당의 공식 수입자 중 하나로, 비공식 수입자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수입자는 정식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데 공식 수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에서 액상과당을 직수입하여 최대한 낮은 마진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공식 수입자들이 제공하는 가격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Q. 비공식 수입자는 어떻게 싼 가격에 제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정확히 비공식 수입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선적과 세금 부분에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상과당 수입 시, 25kg 들이 통에 수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은 양을 한 번에 
수입해오기 위해 20톤 정도의 탱크에 담아 운송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관세청에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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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산 액상과당이 경쟁력이 있나요? 

액상과당의 주 소비자는 버블티 및 사탕 제품의 제조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식품 
제조업체들은 태국산 또는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데, 최근 한국 제품이 태국 
제품에 비해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액상과당의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B사와 C사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B사의 제품 
유효기간은 2년으로, C사에 비해 길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B사를 더욱 선호합니다.

Q. 반덤핑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일부 베트남 현지 제조업체는 정부의 강력한 반덤핑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유통업체 또한 값싼 수입제품의 과도한 유통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나, 아직까지는 정부 
측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사태의 
심각성은 미미합니다. 

35) 사진자료: 빈 쿠옹(Vinh Khuong) 홈페이지(hoachatvinhkhuong.com/san-pham/phu-gia-thuc-pha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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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④ 사이공화학(Saigon Chem)

36)

●
사이공화학

(Saigon Chem)

전문가 소속

사이공화학

(Saigon Chem)

수입유통업체

연락처

+84 918-245-166

전문가 정보

Mr. Lộc 

(Product Manager)

사이공화학(Saigon Chem)

Product Manager, Mr. Lộc

Q. 회사와 취급 제품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공화학은 2016년에 설립된 수입유통업체로 농수산물, 약품, 사료 등의 원재료와 
각종 화학제품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에 본사를, 빈즈엉 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주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액상과당의 수입이 현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현지 제조업체는 품질 면에서 베트남 기업보다 외국 기업의 제품들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액상과당이 사탕수수를 가공한 설탕시럽보다 저렴하고 단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설탕시럽을 액상과당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액상과당의 제조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수입산 액상과당과 베트남산 설탕시럽 
제품의 품질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Q. 반덤핑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비공식 수입업체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액상과당을 수입함에 따라 베트남 
시장의 질서가 어지럽혀졌으며 이로 인한 현지 기업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관련법 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지 제조업체, 공식 수입자, 비공식 
수입자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에 베트남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베트남 정부는 수입산 액상과당 제품의 양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이 제정된다면, 한국 및 중국의 액상과당 수출 기업의 수입량이 제한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출업체 스스로 수출량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36) 사진자료: 사이공화학(Saigon Chem) 홈페이지(saigonchem.com/lien-h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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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⑤ 에비베트남(Abby Vietnam)
37)

●

에비베트남
(Abby Vietnam)

전문가 소속

에비베트남
(Abby Vietnam)
수입유통업체

연락처

033 958 3349

전문가 정보

Ms. Nhung

(Trading Manager)

에비베트남(Abby Vietnam)

Trading Manager, Ms. Nhung

Q. 회사와 취급 제품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베트남은 2013년 설립된 수입유통업체로 제과용 재료를 주로 취급하며 밀가루, 
설탕, 시럽 등의 제과제빵용 식품과 조리기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하이퐁, 반쿤, 추아복 
등에 총 1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수입산 액상과당이 베트남 현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현재 일부 수입업체가 이해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외국산 액상과당 제품을 
베트남 현지 시장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액상과당을 
공급받는 액상과당 가공업체만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다른 수입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Q. 일부 수입 업체들은 어떻게 수입산 액상과당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나요?

한국 액상과당 제조 기업에 연락을 취해 해당 방법을 문의한 결과, 한국 기업은 
액상과당 제품 수출시 베트남 수입 업체에게 모두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일부 수입 업체들이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입 혹은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세한 방법은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Q. 반덤핑 사태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최대한 현지 내수 시장을 보호하려 합니다. 액상과당이 설탕 시럽의 
대체제로 떠오름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 현지 액상과당 제조업체와 설탕 관련 업계 
전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7) 사진자료: 에비베트남(Abby Vietnam) 홈페이지(abby.vn)



Ⅶ. 시장진출제언(Export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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