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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즈니스 뉴스레터

■ 호치민시, 수입 냉동식품 Covid-19 테스트 결과 발표

제 166 호
2020. 12. 31

(12/31 ThuongHieu)

지난 30일,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위
원회는 수입 냉동식품이 안전하게 유
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치민
시 공중보건연구소가 실시한 Covid-19
테스트 결과, 모든 샘플에서 바이러스
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Covid-19가 유행하는 국가들에
서 냉동식품을 수입하는 24개 지역의
84개 업체의 100개 식품의 표면 샘플
을 채취해 진행되었다. 최근 이와는 별도로 농촌및농촌개발부(MARD) 산하 축
산보건국도 수입 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산 냉동, 가공식품 200개의 샘플
에 대한 바이러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베트남 각 부처마다 수입산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기사링크 :

https://thuonghieucongluan.com.vn/tp-hcm-cong-bo-ket-qua-xet-nghiem-covid-19-tr
en-thuc-pham-dong-lanh-nhap-khau-a123239.html

■ 2020년 새우 수출 전년 대비 12% 증가 전망

(12/30 Vietfish)

베트남의 새우 수출은 올해 11월까지
34억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흰다리새우가 전체 수출의
72.5%, 블랙타이거새우가 15.5%, 기타
바다새우 등이 12%를 차지했다. 12월
에도 새우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 2020
년 전체 수출은 12.4% 증가한 3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베트남 새우의 수출 증가는 Covid-19
유행 초기 수출량이 급감함에 따라 여러 수출업체들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및 호주 등 신규 시장으로의 거래선 다양화에 나섰던 결과로 풀이된다.
※ 기사링크 :

https://vietfishmagazine.com/markets/shrimp-exports-in-2020-expected-to-increase-by12.html

■ 2020년 베트남 FDI는 285억달러 규모, 25% 감소

(12/31 Vietnamnet)

베트남 통계국(GSO)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인직접투자(FDI)
는 총 283.3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 그
중 신규 프로젝트는 2,523개, 자본금은
146억달러로 프로젝트 수 35%, 등록
자본은 12.5% 감소했다. 외국기업들은
베트남의 19개 부문에 투자했는데, 그
중 가공 및 제조업이 전체의 48%인 1
36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전력 분야가 18%, 5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과 유통 부문이 각각 42억달러와 16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 기사링크 :

https://vietnamnews.vn/economy/839589/foreign-investors-pump-over-285-billion-int
o-viet-nam-in-2020.html

■ 베트남 소고기 시장, 수입산이 70% 점유

(12/31 Vietnam+)

베트남은 올해 소고기 소비의 70%를
수입했으며, 국내산 소고기 판매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와 국제 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국민은 1인당 연간 9.2kg의 소고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및농촌개
발부 산하 축산국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
해 11월까지 518천마리(5.6억달러)의 도
축용 소와 80천톤(2.9억달러)의 냉동육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산 소
고기 보급 확대를 위해 축산 기술 보급과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소고기 생산량을 60만톤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링크 :

https://en.vietnamplus.vn/imported-beef-grabs-70-percent-of-market-share/194071.v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