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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즈니스 뉴스레터

■ 향후 10년간 620억달러 농수산물 수출 목표

제 16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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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LaoDong)

베트남 농업및농촌개발부(MARD)는 국
무총리 승인을 위한 ‘2030 농수산물 수
출 촉진 계획’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의 농수산 수출 목표를 62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차 목표 구
간인 2025년까지 농수산물 수출은 50
0~5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계획했으
며, 2030년에 620억달러 달성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산
물은 250억달러, 임산물 160~170억달러, 수산물은 150억달러, 축산물 30~40
억달러, 기타 농림수산물은 약 20억달러로 계획했다. 이대로 추진 될 경우 베
트남은 아세안 지역과 세계에서 고품질의 농업, 임업, 식품 수출국이자 글로
벌 농수산물 공급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 기사링크 :

https://laodong.vn/kinh-te/phan-dau-kim-ngach-xuat-khau-nong-san-dat-62-ti-usd-tr
ong-10-nam-toi-866443.ldo

■ 호치민시 2020년 경제성장 1.39%

(12/29 Vietnam+)

베트남의 경제수도인 호치민시의 지역
총생산(GRDP)은 2020년에 1.39% 증가한
1조3,700억VND(약 594억달러)을 기록
했다. 판티탕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
위원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 지역
기업들은 올 한해 동안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2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해
플러스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로는 전자제품 및 부품이 178억달러로 가장 컸으며, 그 뒤를 섬유 43억달러,
신발 22억달러, 기계장비부품 22억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
105억달러를 수출해 전체의 26.2%로 가장 큰 수출대상국이었다.
※ 기사링크 :

https://en.vietnamplus.vn/hcm-citys-2020-economic-growth-at-139-percent/193977.vnp

■ 베트남-영국 FTA, 12월 31일부터 발효

(12/29 Vietnam+)

베트남과 영국 양국 대표들은 지난 29일
저녁(베트남 시간) 영국 런던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UKVFTA는
영국이 올해말 EU를 탈퇴하기 때문에
별도의 무역협정이 필요함에 따라 그
동안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EU-베트남
FTA의 기본안을 바탕으로 세부 협상이
이루어져 왔다. 양측은 12월 31일 23:
00부터 즉시 합의가 이행 될 수 있도록 각국의 법률에 따른 모든 절차를 완료
하기 위해 서두르기로 했다. 영국은 유럽국가 중 독일과 네덜란드에 이어 베트남
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며, 베트남은 주로 의류 및 직물, 신발, 목재
및 목재 가구 및 수산물을 영국으로 수출하고, 영국에서 의약품, 기계 및 장
비를 수입하고 있다.
※ 기사링크 :

https://en.vietnamplus.vn/ukvietnam-fta-to-become-effective-from-2300-on-december
-31/193985.vnp

■ 베트남, 2035년 세계에서 19번째 경제규모로 성장

(12/30 Vietnamnet)

시장조사업체인 CEBR(Center for Econo
mics and Business Research)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는 2035년 세계 19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세계 경제연표 2021’에서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2021년과 2025년 사이에 평균
7%까지 상승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후 10년 동안은 매년 평균 6.6%씩
성장해 2035년 세계에서 19번째로 큰
경제규모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 통계국(GSO)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2.91% 증가했으며, 이는 COVID-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절대 성장률은 2011-2020년 중 가장 낮았지만,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기사링크 :

https://vietnamnet.vn/en/business/vietnam-to-become-world-s-19th-largest-economyby-2035-cebr-70154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