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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얼마나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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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 : 공산주의 국가로서 기타 동남아 국가보다 매우 안전 

  교육 : 높은 교육열 

     미국 내 유학생 국가별 순위 8위 아시아국가 중 중국,한국,일본 베트남4위 

     영국 내 유학생 국가별 순위 3위 

     *어학연수생 및 워킹홀리데이 제외  

  경제동향 

      한국-베트남 FTA 2015년  

      (한-아세안 FTA체결 국가 중 베트남,인도네시아 별도 체결) 

      아세안(ASEAN) FTA 가입 (역내의 아세안 국가들과 활발한 경제활동) 

      미국주도 환태평양경제 동반자 협정(TPP) 가입 



 

 

한국 과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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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출 대상국 :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폴, 베트남(6위 교역국) 

 한국기업들의 10년 내 주요생산기지(TPP가입, FTA) 

 우수한 인재, 천연자원부국  

 베트남 진출 주요 한국생산 품목인 신발, 의류, 봉재 

 앞으로의 10년은 전기, 전자의 생산기지 

 



About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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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하노이  

◈ 인구: 9,200만명  

◈ 면적: 한반도의 2배 

◈ 언어: Vietnamese 

◈ 기후: 온난한 기후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얼어죽는 사람 없는 나라 

하노이 

하이퐁 

다낭 

호치민 

동나이 



인구 현황 

Why Vietnam-1. 베트남 인구 현황 및 경제 발전 현황 

베트남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中 가장 활발하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구규모 또한 9,100만명으로 ’11年 GDP $124B 규모로 全세계 43位 국

가.  

* E&Y(2012) : ’15年까지 고성장 예상국 中 22位 차지 

30대 이하  
56% 

경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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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Vietnam-2 한류확산 

베트남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이 가장 커진 나라로 K-pop 뿐만 아니

라  드라마, 음식, 스포츠 等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확산되고 있음.  

베트남 한류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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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Singapore   17,773 

2 Taiwan     22,531 

1 Korea     22,940 

3 Malaysia     19,069      

4 Japan     18,069 

6 USA           15,672 

Taiwan      7,932 1位 

Singapore    7,598 2 

Japan      6,193 3 

Korea      5,278 4 

Hongkong   3,696 5 

British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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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France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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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 투자 추이 (백만불)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05년 4位에서 ’11년 229억불 1位로 성장하였으며, 

그 뒤로 대만(11%), 말레이시아(10%), 일본(9%)이 따르고 있음. 

Why Vietnam-3. 외국인 투자 (FDI)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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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 

고급인력 
과부족 

행정 
불안정 

언어 
문제 

35% 

14% 

9% 8% 

베트남에는 현재 3,00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을 하였으나 고급인력 확보, 언어장

애 等 애로사항 직면하고 있고 있음. 

   

Why Vietnam- 4. 한국 기업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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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는 

베트남에
서 가장 큰 
도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9백만명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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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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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문 및 
 사회 과학 
국립대학교 

호치민시 사회 과학 
국립대학교(HCMUSSH)는 
1955 년 설립되었고 사회 과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트남의 사회 과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 가장 큰 2 기관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 일본, 라오스, 
캄보디아, 미국,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터키, 태국 등에서 
300 명 유학생 학위 과정 
등록했으며 2,000 명 넘어 
외국대학생이 단기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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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Lac Hotel (90 Nguyen Thi 
Minh Khai, Distric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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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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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 

Quán NEM (유명한 맛집)  

 

-분짜 (Bún chả ) : 하이노의 
대표 비빔국수다. 가격은 
60,000동( 3,000원)/ 1인분. 

-짜조 (Chả giò) : 46,000동 
(2,300원)/ 1개 ( 2명 같이 먹을 
수 있다)  

주소: 15E Nguyễn Thị Minh 
Khai, Quận 1 

단점 : 음식들을 시킨 후 40분 
정도 기다려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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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 

껌 쓰언 ( 껌 떰 ) Cơm Tấm 나 
Cơm Sườn 라고 부른다. 가격 
29,000동 ~  39,000동 (3,000원 
~ 4,000원)/ 1인분 

주소 : 15C Nguyễn Thị Minh 
Khai , Q1 

갈비만 먹으면 
29,000동(3,000원)/ 1 인분; 
갈비 , 계란후라이, 계란찜 
같이 먹으면 39,000동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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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 

Juicy . 주소 : 18A Nguyễn Thị 
Minh Khai, Q1 

-과일 주스 / 스무디. 25,000동 
~ 60,000 동 ( 1,250원 ~ 
3,000원) 

-반미 ( Bánh mì ) : 25,000 동 ~ 
40,000동 (1,250원 ~ 2,000원) 

 

17 



Ben Thanh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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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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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gon Notre-Dame Ba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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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kong Delta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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