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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고서 설명

유형별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시장 : ①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식음료, 화장품, 주
류·담배 산업 등), ②웹 및 앱 UI 디자인 산업 (사용자 경험 (UX)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
인 (ID), 시각·그래픽 디자인), ③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로고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④광고·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 (인쇄 광고 디자인, 전자 광고
디자인, 옥외 광고 디자인 등), ⑤건설·건축 디자인 산업 (실내 장식/실내 디자인, 건축/외
관 디자인) 그리고 ⑥그 외 시장에 대한 국가 기회 및 산업 전망 분석, 2020 - 2030

□ 시장 정의
그래픽 디자인은 예술과 기술을 결합하여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창의적인 과정이며, 아
이디어 또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그래픽과 텍스트 사용을 포함한다.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광고, 브랜딩, 웹 개발, 인쇄 및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응용 분야를 발
견할 수 있다. 또한, 로고, 포스터, 브로셔, 뉴스레터, 간판 그리고 시각적 의사소통 수단
의 다른 형태들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포함한다.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산업은 고품질의
그래픽 디자인 서비스로 성장할 것이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에
더욱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 시장 동향
베트남 기업들은 패키지, 광고, 그리고 기업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
여 브랜드의 존재감을 확장시키기 위해 그래픽 디자인에 의존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개
발되지 않은 시장을 찾기 위해 (특히 아시아 시장) 새로운 기회를 기다린다. 비록 많은
글로벌 선두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절감하고 의존도를 줄여나가며 베
트남과 같은 신규 시장에 진입한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같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베트남 고객을 겨냥하여
현지화된 웹사이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픽 디자인 산업은 식음료, 개인 미용 및
위생, 농업, 전자, IT, 그리고 소매점과 같은 산업분야의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그러나
베트남의 그래픽 디자인 산업은 디자인 산업의 분할적 특성 때문에 특별한 도전과 기회
들을 마주하고 있다. 한편, 그래픽 디자인 산업의 분할성은 다양한 프리랜서 그래픽 디
자이너들의 출현과 함께 격렬한 경쟁을 이끌어내어 이 산업이 틈새시장에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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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의 비즈니스에 우수한 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함
으로써 생기는 경쟁적 이점들은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 시장 동인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떠오르는 신흥국 중 하나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탄탄한
국내 수요와 수출 지향적 제조업의 호조로 베트남의 경제는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러한 가속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결과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였다. 2019년 대미 수출 총액은 666억 달
러로 2018년에 비해 35.5%(175억 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에서 베트남
상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 동년 GDP는 7퍼센트 성장하여, 다양한 산업
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그래픽 디자인 산업은 IT 산업의 성장, 사업 수행 정책의 완화 (신용거래, 세
제개혁),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상당한 투자, 기술기반 스타트업 기업 증가와 같은
모습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베트남은 국내총생산(GDP)의 5.7%를 사회기반시설에 지
출했으며, 이것은 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는 향후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더 많은 공업지역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러한 요인들은 부동산 산업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그래픽 디자인 산업관련 기업들에
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장 범위
베트남 그래픽 산업은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웹 ․ 앱 UI 디자인 산업, 기업 아이덴
티티 디자인 산업, 광고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사업, 건설 ․ 건축 디자인 산업, 그 외 디
자인 산업과 같이 각각 다른 유형의 디자인에 근거하여 구분된다.
제품 패키지 디자인은 식음료 산업, 화장품 산업, 주류 ․ 담배 산업, 기타 산업으로 세
분화된다. 웹·앱 UI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 (UX) 디자인 산업,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디
자인 산업, 그리고 시각·그래픽 디자인 산업으로 더 구체화 된다.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
인 산업은 로고 디자인 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사업으로
나뉜다. 광고·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은 인쇄 광고 디자인 산업, 전자 광고 디자인 산
업, 옥외 광고 디자인 산업 및 기타 광고 디자인 산업을 포함한다. 건설 및 건축 디자인
산업은 홈데코․인테리어 디자인 산업과 건축 또는 외부 디자인 산업으로 분리된다. 기타
세부 영역으로 엔터테인먼트 및 패션 ․ 의류 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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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환경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산업은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분열된 시장
의 형태를 나타낸다. 식음료, 개인위생용품, IT,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나타난다. 기업과 프리랜서 디자이너 사이의 경쟁도 치열하다.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기업은 What’zhat Agency, Cat Tuong
Packaging Industrial Co., Ltd., Duy Tan Plastics Corp, 3FORCOM, CO-WELL Asia
Co., Ltd., Artio Media, Panpic Technology Co., Ltd., Goldidea Branding Creative &
Design, THE 7 STUDIO, 그리고 GEMA 가 있다.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시장은 정부의 관련 법안 발의와 혁신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장려
하는 발전 노력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베트남 도
시개발협회와 도시계획의 관련 법안1)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낡고 오래된 아파트 건물들을 개조할 수 있도록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플
랫폼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전 세계를 아울러 독
특하고 혁신적인 디자인“마법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한 예 중 하나로 건축가
Vo Trong Nghia의 설계가 설계한 하노이 Viettel Academy Education Center의 벽돌 질
감 명암과 얇은 철기둥을 연결시킨 도보 가능한 지붕 건축이 있다.

□ 누가 이 보고서를 읽어야 하는가?
시장 역동성에 기초한 이 보고서는 관련 산업계 선두기업들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분야로 기업을 확장하거나 기
존 운영 방식의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보고서는 포
괄적으로 주요 기업의 서비스 제공, 위험 동향, 그리고 독자가 더 나은 사업 전략을 공
식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두 기업들의 전략을 서술하고 있다. 고위 간부, 기업 발전
관리자, 마케팅 매니저, 컨설턴트, CEO, CIO, COO 및 이사들과 기업 간부, 회사 그리
고 기관들 또한 이 조사 보고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Urban Initiatives Hub of Vietnam’s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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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장 부문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시장
-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식음료산업
주류 & 담배 산업
그 외 상품
- 웹 및 앱 UI 디자인 산업
사용자 경험 디자인 산업
인터랙션 디자인 산업
시각 & 그래픽 디자인 산업
-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로고 디자인 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브랜드 디자인 산업
- 광고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
프린트 광고 디자인 산업
전자 광고 디자인 산업
옥외 광고 디자인 산업
그 외 광고
- 건설 & 건축 디자인 산업
실내 장식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건축/외부 디자인 산업
- 그 외 시장

□ 베트남 디자인 관련 기업 목록

◦ What’zhat Agency
◦ Cat Tuong Packaging Industrial Co., Ltd.
◦ DuyTan Plastics Corp
◦ 3FORCOM
◦ CO-WELL Asia Co., Ltd.
◦ Artio Media
◦ Panpic Technology Co., Ltd.
◦ Goldidea Branding Creative & Design
◦ THE 7 STUDIO
◦ G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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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론

Next Move Strategy Consulting 은 광범위한 이차적 연구, 수요 및 공급 분석을 통한
모델 구성과 기타 많은 거시 경제 지표들 중 GDP, 1인당 소득, 채택준비도(adoption
readiness), 성장 가능성 등과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 시장 규모 추정에 중점을 둔
다. 시장 내 가치 측면에서 실제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통계 예측 모델을 개발
했다.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증강되며 다양한 산업 및 지역에서 검증된 의
사결정자들로부터 인증 받는다. 또한, 추정치 삼각측량 및 모든 니치마켓의 부분별 심층
분석을 위해 top-down과 bottom-up 방식을 따른다.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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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이차적 연구

담당 분석가들은 분석 후 보고서에 제시된 질적 ․ 양적 정보 모두 수집하기 위해 오픈
소스 정보와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이차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
차적 연구 프로세스는 아래의 출처에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추출 작업을 포함한다.

- 기업 SEC2) 문서, 연차 보고서, 10K(연차 리포트) 및 10Q(분기별 리포트), 언론보도,
기업실적발표, 증권 및 재무 보고서, 투자자용 프레젠테이션
- IMS, IPSOS, Symphony 등의 리서치 기업의 영업 데이터베이스, 제품판매 및 판매량
과 같은 유료 데이터베이스
- Cap IQ, Avention, Factiva, Bloomberg 와 같은 사기업 정보를 얻기 위한 프리미엄 데
이터 제공자
- 규제 체계, 개발방향 이해를 위한 특허 및 규제 데이터베이스
- 정부 및 국제적 데이터베이스 (World Bank, WHO, 산업협회)
- 뉴스, 최근 동향, 기사, 블로그
1.2.2 데이터 분석 체계
Data Collated는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체계에서 분석된다.

2) Company SEC filings: SEC 제출은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 제출 된 재무제표 또는 기타 공식 문서이며 공
공 회사, 특정 내부자 및 중개인 딜러는 정기적으로 SEC 신고해야 함. 투자자와 재무 전문가는 투자 목적으
로 평가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러한 서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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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시장 규모 추정
시장 가치는 다음을 이용해 추정한다:

□ Top-down과 Bottom-up: Bottom-up 접근방식에서 데이터는 세그먼트, 하위 세그먼트
또는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된 후, 거시 시장 추정치에 도달하기 위해 집계된다. 여기에
서, 기업 수준의 수익과 크기는 전반적인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집계된다. 이는
Top-down 방식을 통해 검증된다. 여기서 거시 시장은 다양한 가설들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들과 하위 세그먼트들로 나누어지며 백분율 분할(Percentage Splits)이 사용된다.

□ 수요와 공급 측면 분석: 시장 규모는 수요 예측 시나리오, 소비 패턴, 소비자 집단
추정, 그리고 각각의 시장 영역 내 공급자 순이익을 분석함으로써 추정된다.

□ 거시 지표 접근방식: GDP, 국비, 물가상승, 소비자신뢰 조사, 주요 정부 통계 등의
거시 경제 요소들은 시장 규모 추정을 위해 검토, 분석된다.

11

1.2.4 예측
미래 소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된다. 수요 예
측은 인구, 경제 예측 시나리오, 규제, 시장 경쟁, 동인, 제약, 기술적 발전, 사업 수행의
용이성, 가격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며 완성된다.

당사는 시뮬레이션 모델 도출을 위해 통계 예측을 활용한다.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
다중선형회귀 분석3), 지수 평활법4), 이동 평균5), ARIMA6) 모델, 몬테-카를로 방법7), 자
본 장비 기반 예측 등 차별화된 예측 기술들을 사용한다. 계량 경제적 예측에서는 예상
수치 도출을 위해 단기 및 장기 사건의 영향과 속성 분석을 검토한다. 규제 체계, 경제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시장 내 사건들 역시 검토 된다.

3)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개인 경우에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는 회
귀 분석
4) 미래의 매출액 등을 예측하기 위해 쓰이는 정략정 예측 방법 중 하나
5) 일부 데이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산을 행한 평균 값
6) 경제가 사람들의 과거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행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중시한 시계열분석의 사고방식
을 기초로 한 모델
7) 난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값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부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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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기초 연구와 데이터 검증

당사는 조사 결과와 가정 검증을 위해 기초 인터뷰(대면, 유선)를 실시한다. 인터뷰 대
상자는 해당 시장에서 폭넓은 경험이 있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다. 공급 측 의사결정자들
은 브랜드 매니저, 공급망 관리자, 마케팅 관리자, 부사장, CEO 등이 있다. 수요 측 인
터뷰 대상자는 대리판매자, 유통업자, 도·소매업자 등이다. 기초 인터뷰 패널은 데이터
검증과 중대한 통찰력

데이터 검증, 기초 수준의 시장예측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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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산업 개요

2.1. 그래픽 디자인 산업 소개, 2019-2030, 백만달러

디자인 산업

영역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웹⦁앱 UI
디자인 산업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

건축⦁건설
디자인 산업
기타 시장

2030

11억 2528만 달러

18억 4135만 달러

(2020-2030)
4.79%

세부 요소

수익  2019 달러

예상  2030 달러

연평균 성장률
(2020-2030)

식음료 산업

1784만 달러

2319만 달러

2.17%

화장품 산업

669만 달러

899만 달러

2.43%

주류⦁담배 산업

297만 달러

405만 달러

2.54%

기타 산업

967만 달러

1034만 달러

0.62%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3억 7197만 달러

5억 2466만 달러

3.11%

인터랙션 디자인(ID)

1억 3162만 달러

2억 699만 달러

3.97%

시각⦁그래픽 디자인

6867만 달러

1억 1321만 달러

4.32%

로고 디자인

1억 5516만 달러

2억 5420만 달러

4.28%

아이덴티티 디자인

2055만 달러

3681만 달러

5.00%

브랜드 디자인

5518만 달러

9649만 달러

4.80%

인쇄 광고 디자인

1392만 달러

2365만 달러

4.60%

전자 광고 디자인

992만 달러

1783만 달러

5.06%

옥외 광고 디자인

305만 달러

664만 달러

6.60%

기타 광고 디자인

594만 달러

1511만 달러

7.77%

실내 장식/인테리어
디자인

4125만 달러

1억 3190만 달러

9.94%

건축/외부 디자인

6731만 달러

1억 6719만 달러

7.81%

기타

7742만 달러

2억 12만 달러

7.48%

출처: 기초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8)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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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성장률8)

2019

베트남 그래픽

3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Model 분석
(산업구조모형분석)

3.1. 공급자의 교섭력

수치 1. 공급자의 교섭력
결정 요인

영향

많은 수의 공급자

↓

공급자의 높은 집중도로 인한 낮은 구매자 교체 비용

↓

다른 공급자에 대한 정부의 차별 없는 대우

↑

출처:NM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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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매자의 교섭력

수치 2. 구매자의 교섭력

16

결정 요인

영향

판매자 대비 제한된 수의 구매자

↑

구매자의 낮은 교체 비용

↑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의존성

→

3.3. 경쟁 강도

수치 3. 경쟁 강도
결정 요소

영향

시장 구성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

↑

낮은 진입 장벽

↑

높은 서비스 혁신 정도

↓

출처: NMSC 분석

17

3.4. 대체재의 위협

수치 4. 대체재의 위협
결정 요인

영향

직접적인 대체품이 없음

↓

경쟁자들 간 치열한 가격 경쟁

↓

낮은 브랜드 충성도

↑

출처: NM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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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잠재 진입자의 위협

수치 5. 잠재 진입자의 위협
결정 요인

영향

저조한 투자

↑

제한된 수의 글로벌 업체

→

낮은 법적 장벽과 정부 정책

↑

높은 잠재적 수요

↑

출처: NM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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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역동성

4.1. 성장 요인

4.1.1. 가구수출시장의 시장 성장 주도
베트남의 가구 수출은 창의성, 혁신, 수익 창출의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
가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
로 베트남은 세계 가구 수출 4위, 세계 목재 수출 6위에 올랐다. 베트남의 가구 산업은
변화하는 세계 무역 관계로 인해 가구 산업에 수익성 좋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예
를 들어,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그리고 최근
불거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등은 베트남 가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된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산업은 인테리
어 디자인 시장의 성장을 암묵적으로 촉진시킨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가구의
수요 증가는 향후 몇 년 내 베트남의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예
상된다.

4.1.2. 성장하는 IT 산업
IT 산업은 베트남의 주력 산업 중 하나로,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9년 예상 수
익이 약 1,10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 정책 중 Make in Vietnam9)의 시행
으로 베트남 IT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 IT개발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 제조된 IT제품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
다. 다수의 작은 회사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은 베트남 기술 산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10)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
고 있다. 베트남에서 성장하고 있는 IT 산업은 웹, 앱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
에 대한 수요를 가속화 하며 각 시장에서 그 기반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1.3. 미학적으로 디자인된 주택과 상업용 빌딩 수요 증가
베트남의 부동산 산업은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에 따른 주거 및 상업용 건물 수요 급
증으로 기하급수적 성장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1인당 소득을 증가시
9)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기술회사들의 베트남산 제품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Make in Vietnam’을 발족시킴
10)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가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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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나아가 생활수준까지 향상시킨다. 이러한 생활수준의 향상은 레스토랑, 호텔, 카페,
놀이공원, 영화관, 체육관 등과 같은 공공장소 개발에(미적 요소까지 가미된) 대한 수요
로 이어진다. 더욱이 베트남의 인구 변동 역시 부동산 분야의 성장을 유리하게 한다. 예
를 들어 베트남 인구의 약 55%가 25-40세 연령층에 속하며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주택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

4.1.4.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 용이성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무역 자유화를 통합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따르고
있다. 삼성, 폭스콘, LG 등 다수의 거대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사업장을 옮김으
로써 베트남은 미․중 무역 전쟁의 큰 수혜자가 되었다. 더욱이 베트남 정부는 다수의 자
유무역협정 가입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정책 개선, 공업 지역 투자,
그리고 국가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 베트남 노동력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베트남 미래 경제 성장 전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베트남은
젊음, 성실성, 낮은 문맹률과 인력 양성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모든 요
소들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은 사업성이 높으며 나아가 디자인 산업 성장을 유리하게 하
는 종착지로 부각되고 있다.

4.2. 장애물

4.2.1. 디자인산업의 비용 민감도
베트남은 비용에 민감한 나라이다. 대부분의 베트남 회사들은 값비싼 웹사이트 디자인
과 부수적인 광고 활동에 투자를 늘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더욱이, 디자인 산업은
여전히 대규모 영업으로 낮은 비용의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장단계에 있다. 따라
서 브랜드 ․

웹사이트 디자인과 연관된 비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와 양질의 웹사이트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
라 이러한 상황은 극복될 것이라 예상된다.

4.2.2. 종합적인 교육 부족
베트남이 세계 최대 가구수출국임에 따라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은 시장 구성원들에게
거대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와 산업 트렌트를 이해하기 위해 창의
성과 직무기술 ․ 대인관계기술을 갖춘 검증된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디자인 산업에서 종합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이것은 국가에서 가장 진보하
다고 여겨지는 디자인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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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회

4.3.1.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운송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디지털 운송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관련 스타트업 기업들
의 성장 붐을 일으켰다.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베트남 디지털 운송 촉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5만여 개의 디지털 관련 비즈니스들이 필수적이라 밝혔다. 또한, Cushman
& Wakefeild가 발행한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11) (BPO)의 제
1의 장소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디지털화가 가속됨으로써 베트남 기
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에 유리한 기회를 창출시킬 것이다.

11)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외부 전문 업체가기업의 업무처리, 운영 인력, 관련 기술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재 육성까지 책임지는 통합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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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야별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시장 분석

5.1. 개요

5.1.1. 베트남 경제 개요
베트남은 지난 10년 간 상당한 발전을 보였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7배 증가해
2019년을 기준으로 2,700달러에 달했으며, 450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
다. 빈곤율은 70%에서 6%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 수치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구매력과 수요 증가로 인해 기업에 수익이 되는 기회들이
창출되고 있다.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베트남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베트
남 정부에서 취한 적극적인 사전 조치로 괄목할 만한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세계은행
(World Bank)에 따르면, 베트남의 거시 경제지표는 2020년 상반기 GDP 1.8%로 상대적
으로 빨리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까지 2.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과 가정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완화를 위하여
공공재정 증가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1년 정부의 강력한
개혁과 더불어 경제 지표가 반등할 것이라 예측된다. 경제회복 보완을 위해 중기적으로
실행된 일부 개혁안들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업 환경 개선, 효과적 공공 투자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팬데믹이라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내에
서 다양한 시장의 성장과 베트남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베트남 인적자본지수12)(Human Capital Index)는 0.66
에서 0.69로 상승했으며 이는 베트남 경제 성장과 공정성 향상의 긍정적 요인 중 하나
로 볼 수 있다.

5.1.2.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산업 개요
베트남 디자인 산업은 패키지 디자인 산업, 웹 ․ 앱 UI 디자인 산업,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광고 및 통신 디자인 산업, 건축 및 건설 산업 등으로 구분된다. 웹·앱 UI
디자인 산업은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예측한 기간(2020년-2030년)까지도 비슷한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패키지 디자인
산업은 식품 및 음료 산업, 화장품 산업, 주류 및 담배 산업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식품 및 음료 산업은 패키지 디자인 산업 제품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류 및 담배 산업은 동일 예측기간 동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웹 ․
12) 각국의 보건, 교육, 의료 상태 등을 기반으로 올해 태어난 아기가 18세까지 자란 후 일자리를 얻었을
때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지 측정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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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UI 디자인 산업은 다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산업(UX), UI 디자인 산업, 시각 ․ 그래픽
산업으로 분류된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 산업은 웹 ․ 앱 UI 디자인 산업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은 로고 디자인 산업, 아이덴티티 디자
인 산업, 브랜드 디자인 산업으로 나뉜다.

로고 디자인 산업은 2019년 주요 매출 점유율을 차지했다.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
인은 인쇄 광고 디자인 산업, 전자 광고 디자인 산업, 옥외 광고 디자인 산업 및 기타
광고 디자인 산업을 포함한다. 인쇄 광고 디자인 산업은 두드러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지만 다른 광고 디자인 산업들은 예측 기간 동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건축 및 건설 디자인 산업은 주택 장식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과, 건축,
혹은 외부 디자인 산업으로 분리되어 있다. 웹 ․ 앱 UI 디자인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2019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축 ․ 건설 디자인 산업이 2030년까지 가장 빠른 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 6. 유형별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산업 가치, 2017-2030,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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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 웹⦁앱 UI 디자인 산업

■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 광고 및 통신 디자인 산업

■ 건설 및 건축 디자인 산업

■ 기타

표 1.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17-2024, 백만 달러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37.18

37.75

38.31

38.65

39.28

40.08

40.94

41.86

웹⦁앱 UI
디자인 산업

572.26

582.12

593.49

600.76

615.49

634.86

658.57

686.14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230.89

237.43

244.69

250.13

257.77

267.70

279.05

292.15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

32.83

34.13

35.55

36.62

38.14

40.04

42.22

44.67

건축 및 건설
디자인 산업

108.56

115.24

122.58

129.95

139.28

150.27

162.72

176.76

기타

77.42

83.74

90.67

97.31

104.97

113.36

122.64

132.48

계

1,059.15

1,090.40

1,125.28

1,153.41

1,194.94

1,246.32

1,306.14

1,374.06

표2. 베트남 그래픽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25-2030, 백만 달러
연간 성장률

유형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42.76

43.61

44.43

45.16

45.87

46.56

1.88%

웹⦁앱 UI
디자인 산업

715.34

734.76

771.03

796.83

821.36

844.37

3.47%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306.35

321.91

338.58

355.00

371.28

387.49

4.47%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

47.29

50.12

53.22

56.45

59.77

63.22

5.61%

192.49

209.64

228.72

249.70

273.17

299.08

8.69%

기타

142.66

153.07

163.77

175.01

187.25

200.12

7.48%

계

1,446.89

1,522.13

1,599.75

1,678.14

1,758.69

1,841.35

4.79%

건축 및 건설
디자인 산업

(2020-2030)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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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유형별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전망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듯, 제품 패키지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
을 만들고 그래픽, 글꼴, 색상 등으로 장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장지, 캔, 병, 상자 또는
용기 형태일 수 있다. 제품의 패키지는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첫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
에 제품 포지셔닝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은 곧 판매 증가로 이어진다.

5.1.3.1. 시장 역동성 및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Model 분석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은 세계화로 인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에
힘입어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는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 된 환경 친화적 패키지에 대한 요구가 있다. 패키지 디자인 산업은 기술
과 창의성의 도움을 받으며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Model 분석
Ÿ

공급자의 낮은 교섭력 : 제품 패키지 산업에는 많은 공급자들이 있다. 또한 제품들
간 높은 차이가 있으나 고객 전환비용은 낮다. 그러므로 공급자들은 이 산업에서 교
섭력이 매우 낮다

Ÿ

구매자의 낮은 교섭력 :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에는 많은 구매자들이 있다. 구매자
들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제품 패키지디자인 산업
에 교섭력이 낮다.

Ÿ

높은 경쟁 강도 :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은 여러 시장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제공한 혁신과 창의성의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진입 퇴출 장벽
이 낮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강도가 높다.

Ÿ

낮은 대체제의 위협 : 패키지 디자인 서비스를 대신할 현재의 대체품 또는 잠재적 대
체품이 없다. 따라서 대체제의 위협이 낮다.

Ÿ

높은 잠재 진입자의 위협 : 높은 잠재적 수요, 낮은 자본 투자비용, 낮은 법적 장벽,
낮은 정부규제, 그리고 낮은 브랜드 충성도로 인해 신규 진입자 위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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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식음료 시장
식음료 산업은 수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고객의 입맛을 만족시
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제품 패키지의 예술적인 변화에 대한 요
구로 이어졌고,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브랜드 간의 경쟁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식품
및 음료 산업의 성장과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은 2030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
다.

5.1.3.3. 화장품 시장
화장품 산업에서 극소수의 소비자들만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화장품 패
키지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요인이다. 따라서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은 화장품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다. 베트남 화장품 제조업은 유망한 시장이기 때문에 베
트남 화장품 산업의 패키지 디자인은 예측 기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5.1.3.4. 주류 및 담배 시장
주류 및 담배 시장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크게 위축되어있기 때문에 ‘어두운 시장’이라
고 불린다. 이 시장은 상품 패키지에 매우 한정된 색상만을 사용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상품들이 진열되었을 때 자사 제품이 눈에 띌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주류 및 담배 시장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은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혁신과 창의성의 측면에서 어두운 시장의 잠재적 기회를 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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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기타 시장
기타 제품 영역에는 소비가전, 가구, 농업, 게임, 장난감, 의류 산업이 포함된다. 이 산
업은 최소한의 포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체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신제품이 생산되고 디자인 혁신증가에 따른 수
익이 증가함에 따라 예측기간동안 기타 제품 시장의 성장은 증가할 것이다.

베트남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가치는 2019년 3831만 달러였다. 2020년부터 2030년
까지 1.88%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며 2030년까지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가치는
4,656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및 음료 산업은 2019년 1,849만 달러의 규
모로 제품 패키지 디자인 시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2,319만 달러에 도달하여 2.17%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 7.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17-2030, 백만 달러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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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17-2024, 백만 달러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식품⦁음료
산업

17.84

18.17

18.49

18.71

19.07

19.51

19.99

20.50

화장품 산업

6.69

6.83

6.97

7.07

7.22

7.41

7.61

7.82

주류⦁담배
산업

2.97

3.04

3.10

3.15

3.22

3.31

3.40

3.50

기타 산업

9.67

9.71

9.74

9.72

9.76

9.84

9.94

10.04

계

37.18

37.75

38.31

38.65

39.28

40.08

40.94

41.86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표4. 제품 패키지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25-2030, 백만 달러

유형

연간 성장률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1.00

21.48

21.94

22.36

22.78

23.19

2.17%

8.03

8.24

8.44

8.62

8.80

8.99

2.43%

3.60

3.70

3.79

3.88

3.96

4.05

2.54%

기타 산업

10.13

10.20

10.26

10.30

10.32

10.34

0.62%

계

42.76

43.61

44.43

45.16

45.87

46.56

1.88%

식품⦁음료
산업
화장품 산업
주류⦁담배
산업

(2020-2030)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5.1.4. 유형별 웹 및 앱 UI 디자인 산업 규모와 전망
웹·앱 UI 디자인은 회사와 고객들 사이에서 상호작용 매개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웹과 앱의 디자인, 사용성과 창의성은 고객들이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품과 고객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웹·
앱 UI 디자인 산업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UI디자인), 사용자 경험디자인 (UX디자
인), 콘텐츠 제작, 그래픽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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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시장 역동성 및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Model 분석
디지털화는 전통적인 사업 방식을 발전시켜 제조업자들과 고객이 직접 닿을 수 있게
한다. 웹 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이 제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한 방법이다. 또한,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기존에 온라인 회의가
없었거나 거의 없었던 기업들이 온라인 회의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대면회의를 감소시
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베트남의 산업화와 더불어 제조업 간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경쟁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웹·앱 UI 디자인 산업이 예측 기간 동안 가장 큰 수혜
업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Model 분석
공급자의 높은 교섭력 : 웹·앱 UI 디자인 산업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가 있다. 또한,

Ÿ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높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 전환 비용도 높다.
그러므로 공급자들은 매우 협상력이 높다.
구매자의 낮은 교섭력: 웹·앱 UI 디자인 산업에는 많은 구매자가 있다. 구매자들은 이

Ÿ

서비스의 적정수준에서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전환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매자
들의 협상력은 낮다.
중간 수준의 경쟁 정도: 웹·앱 UI 디자인 산업은 제한된 시장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

Ÿ

으며 혁신과 창의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퇴출 장벽이 낮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간 경쟁정도는 중간 수준이다.
낮은 대체제의 위협: 현존하거나 잠재하고 있는 웹·앱 UI 디자인 서비스의 대체품은

Ÿ

없다. 따라서 대체품의 위협이 낮다.
적당한 잠재 진입자의 위협: 높은 수요 잠재력, 적정한 자본 투자비용, 적당한 법적

Ÿ

장벽과

정부 정책, 낮은 브랜드 충성도에 따라 잠재 진입자의 위협은 보통 수준이

다.

5.1.4.2.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산업
사용자 경험 디자인 산업은 고객이 웹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디자인할 때 정보의 대표성, 정보 검색의 용이성, 시각적 효과
와 같은 영역에 중점을 둔다. 양질의 사용자 경험은 고객들의 플랫폼 사용을 유지시킬
수 있고 매출 수익도 증가시킨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예측 기간 동안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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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인터랙션 디자인 시장
인터랙션 디자인(ID)는 웹·앱 UI 디자인 산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간단하
게는 웹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사이의 인터페이스 설계를 의미하며 역동
적인 물체의 미적, 공간적, 음향적, 역동적 부분을 강조한다. ID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

5.1.4.4. 시각·그래픽 디자인 산업
시각·그래픽 디자인 산업은 주로 적절한 이미지, 도형, 색상 및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해
웹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전체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시킨다. 또한 한 번에 많은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종사자들은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각 및 그래픽 디
자인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웹·앱 UI 디자인 산업 가치는 2019년 5억 9349만 달러였으며 2020년부터 2030
년까지 3.49%의 연간 성장률로 2030년까지 8억 4447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산업 분야는 2019년 3억 8307만 달러로 웹·앱 UI 디자인 산업
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5억 2466만 달러에 달해 3.1%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치 8. 웹⦁앱 UI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17-2030, 백만 달러

■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산업

■ 인터랙션 디자인(ID) 산업

■ 시각⦁그래픽 디자인 산업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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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웹·앱 UI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17-2024, 백만 달러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산업

371.97

377.05

383.07

386.40

394.49

405.48

419.15

435.17

인터랙션
디자인(ID)
산업

131.62

134.54

137.84

140.20

144.34

149.61

155.95

163.27

시각⦁그래픽
디자인 산업

68.67

70.53

72.58

74.15

76.66

79.77

83.47

87.70

계

572.26

582.12

593.49

600.76

615.49

634.86

658.57

686.14

표6. 웹·앱 UI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25-2030, 백만 달러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유형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간 성장률 %
(2020-2030)

사용자
경험(UX)
디자인 산업

452.09

468.41

483.88

498.32

511.86

524.66

3.11%

인터랙션
디자인(ID)
산업

171.05

178.71

186.17

193.33

200.26

206.99

3.97%

시각⦁그래픽
디자인 산업

92.20

96.64

100.98

105.18

109.24

113.21

4.32%

계

715.34

743.76

771.03

796.83

821.36

844.87

3.47%

5.1.5. 유형별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전망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회사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다양한 비주얼을 만
드는 데 관여한다. 회사 로고, 서체, 이미지, 태그라인, 색상 팔레트 및 음성 톤을 포함
하며 물리적 형태로는 회사의 문구류, 유니폼, 포장, 브로셔, 상품 및 캠페인을 포함한
다.

5.1.5.1. 시장 역동성 및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Model 분석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그래픽을 사용하여 잠재 고객들에게 회사를 표현하는 것으
로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관심을 끌기 위한 강한 정체성을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많은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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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아이덴티티를 만들거나 브랜드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Model 분석
Ÿ

공급자의 낮은 교섭력: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에는 많은 수의 공급업체가 있
다. 또한, 제품의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업체들은 협상력이 매우 낮다.

Ÿ

적정 수준의 구매자 교섭력: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에는 적절한 수의 구매자가
있다. 구매자들은 서비스에 의존도가 높고, 전환 비용이 매우 낮다. 따라서 구매자들
은 적절한 수준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Ÿ

치열한 경쟁 정도: 여러 종류의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 아이덴테티 디자인 산업을 구
성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성과 창의성의 범위가 넓다. 또한, 퇴출 장벽이 낮아 시장
구성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Ÿ

낮은 대체제의 위협: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에서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대체
품이 없기 때문에 대체품의 위협이 낮다.

Ÿ

높은 잠재 진입자의 위협: 높은 잠재적 수요, 낮은 자본 투자비용, 낮은 법적 장벽,
낮은 정부 규제, 낮은 브랜드 충성도로 인해 신규 진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어 신
규 진입자의 위협이 높다.

5.1.5.2. 로고 디자인 산업
로고는 특정 기업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그래픽 요소로, 회사를 식별하기 위해 눈에
띄는 시각적인 표식 역할을 한다. 기업 로고 하나가 기업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
서, 로고 디자인 산업은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에서 가장 중요 하다고 할 수 있
다. 스타트업 기업의 증가와 기업의 글로벌화로 로고 디자인 산업은 기하급수적인 성장
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5.1.5.3. 기업 아이덴티티 (CI) 산업
모든 기업은 ‘아이덴티티(CI)’라고 하는 차별화되고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이덴티티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물질
적·시각적 특성을 가진 상표이다. 기업의 아이덴티티는 조직의 핵심 가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여 목표 대상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때, 브랜드 디자인 산업은 예측 기간 동안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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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브랜드 디자인 산업
브랜드란 경쟁사들과 차별화함으로써 제품을 인지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 기호, 부
호, 단어 또는 이미지들의 조합이다.

효과적인 브랜드 디자인은 기업이 좋은 품질과 높은 신뢰도로 고객과 연계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효과적인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수
요 창출에 초점을 둔다.

베트남 기업 브랜드 디자인 사업의 가치는 2,469만 달러이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4.47%의 연간 성장률로 2030년까지 3억 7,749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로고 디
자인 산업은 2019년 1억 6,382만 달러로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에 가장 큰 기여
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2030년에는 4.28%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억 5,420만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치 9. 기업 아이덴티티 (CI)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17-2030, 백만 달러

■ 로고 디자인 산업

■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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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디자인 산업

표7.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17-2024, 백만 달러
유형

로고 디자인
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브랜드
디자인 산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55.16

159.25

163.82

167.15

171.94

178.94

185.45

193.79

20.55

21.24

22.00

22.60

23.41

24.43

25.60

26.93

55.18

56.93

58.87

60.37

62.42

65.04

68.01

71.42

230.89

237.43

244.69

250.13

257.77

267.70

279.05

292.15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표8.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25-2030, 백만 달러
유형
로고 디자인
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산업
브랜드 디자인
산업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간 성장률 %
(2020-2030)

202.83

212.75

223.34

233.75

244.01

254.20

4.28%

28.38

29.97

31.68

33.39

35.09

36.81

5.00%

75.13

79.19

83.55

87.87

92.17

96.49

4.80%

306.35

321.91

338.58

355.00

371.28

387.49

4.47%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5.1.6. 유형별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 규모와 전망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베트남 신생 산업 중 하나이다. 이 산업은 인쇄 광고, 전
자 광고, 옥외광고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광고를 포함한다. 베트남의 경제 발전은 광고․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예측 기간 동안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5.1.6.1. 시장 역동성과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Model 분석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은 주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다. 예측 기간 동안 디지털 광고가 기존의 광고 방식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에는 기업들이 인구 통계자료를 통해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의 힘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산업은 서비스의 개별화와 차별화를 위해 더
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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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Model 분석
공급자의 낮은 교섭력: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에는 많은 수의 공급업체가

Ÿ

있다. 제품마다 높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이 산업에서 협상력이 매우
낮다.
구매자의 낮은 교섭력: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은 구매자가 많고, 이 구매

Ÿ

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전환 비용은 적당한 편으로, 구매자들은 이 산
업에서 협상력이 낮다.
치열한 경쟁 정도: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은 여러 시장 참여자들로 구성

Ÿ

되어 있어 혁신성과 창의성의 범위가 넓다. 또한 퇴출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의 강
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낮은 대체제의 위협: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대체품이 없는 광고 및 통신 디자인 서비

Ÿ

스에서는 대체품의 위협이 낮다.
적절한 잠재 진입자의 위협: 낮은 잠재적 수요와 높은 투자 자본 비용, 낮은 정부 규

Ÿ

제, 낮은 브랜드 충성도로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높다.

5.1.6.2. 인쇄 광고 디자인 산업
인쇄 광고는 광고의 가장 오래된 형태 중 하나로, 신문, 잡지, 안내책자, 전단지, 포스
터, 브로셔 등을 포함한다. 이 분야는 지난 수 년 간 광고 및 통신 산업에서 가장 두드
러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5.1.6.3. 전자 광고 디자인 산업
방송 광고라고도 알려진 전자 광고는 일반적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 메시지를 공유하는 광고이다. 다른 유형의 전자 광고는 공공 서비스
에 대한 안내, 네트워크 스팟, 전국 스팟 광고, 지역 스팟 광고 및 정보 광고를 포함한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비즈니스 가치
를 전달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
다.

5.1.6.4. 옥외 광고 디자인 산업
옥외 광고는 사업체들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
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람들을 인식시키기 위해 사용된
다. 옥외 광고는 기업 및 제품 광고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 정책, 법안 등에 대한 국민
들의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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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 기타 광고 시장
기타 광고 시장에는 소셜 미디어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네이티브 광고13)가 포
함되는데, 이러한 광고들은 일반 고객들뿐만 아니라 더 세분화된 타겟의 고객층에게 제
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유형의 광고들은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광고 및 통신 산업은 2019년 기준 3,555만 달러의 규모로, 2020년부터 2030
년까지 5.61%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며 2030년까지 6,32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인쇄광고 디자인 산업 부문은 2019년 1,478만 달러로 광고 통신 산업에 가장 큰 기
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2,365만 달러에 달해 연간 4.60% 가량 성장할 것
으로 예측된다.

수치 10. 광고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17-2030, 백만 달러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 인쇄 광고 디자인 산업

■ 전자 광고 디자인 산업

■ 옥외 광고 디자인 산업

■ 기타 광고 디자인 산업

13) 일반적인 정보나 기사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온라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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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광고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17-2024, 백만 달러
유형
인쇄 광고
디자인 산업
전자 광고
디자인 산업
옥외 광고
디자인 산업
기타 광고
시장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3.92

14.33

14.78

15.08

15.56

16.18

16.89

17.70

9.92

10.25

10.62

10.89

11.28

11.78

12.35

13.00

3.05

3.20

3.37

3.50

3.68

3.90

4.15

4.43

5.94

6.34

6.77

7.15

7.62

8.18

8.82

9.53

32.83

34.13

35.55

36.62

38.14

40.04

42.22

44.67

표 10. 광고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25-2030, 백만 달러
유형

연간 성장률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18.56

19.48

20.49

21.52

22.57

23.65

4.60%

13.69

14.44

15.25

16.09

16.94

17.83

5.06%

4.74

5.07

5.43

5.82

6.22

6.64

6.60%

기타 광고 시장

10.30

11.13

12.05

13.02

14.04

15.11

7.77%

계

47.29

50.12

53.22

56.45

59.77

63.22

5.61%

프린트 광고
디자인 산업
전자 광고
디자인 산업
옥외 광고
디자인 산업

(2020-2030)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5.1.7. 유형별 건설 및 건축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전망
산업화의 증가는 베트남의 건축 및 건설 산업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거기에 인구의
증가는 건축 및 건설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이자 원동력이 된다.
실내디자인과 실외 디자인 둘 다 건설 및 건축 분야에 포함된다.

5.1.7.1. 시장 역동성과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Model 분석
베트남의 유리한 인구통계학적 동향과 막강한 거시 경제적 여건은 건축 및 건설 산업
을 촉진시켜 디자인 산업의 높은 수익성을 창출한다. 게다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하여 예측 기간 동안 베트남이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
라 산업 건축 분야가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건축 및 건설 디자인 산업은 예측 기간 동
안 급속하게 발전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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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Model 분석
Ÿ

공급자의 높은 교섭력: 건축 및 건설 디자인 산업은 공급자의 수가 적당하고 제품 차
별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자의 협상력은 매우 높다.

Ÿ

구매자의 낮은 교섭력: 건축 및 건설 디자인 산업에는 구매자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에 대한 구매자들의 의존도가 높다. 게다가, 전환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매자의
협상력은 낮다.

Ÿ

치열한 경쟁 정도 : 건축 및 건설 디자인 산업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포괄하기 때
문에 혁신성과 창의성의 범위가 넓다. 또한, 퇴출 장벽이 적당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
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Ÿ

낮은 대체제의 위협: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대체품의 위협이
낮은 편이다.

Ÿ

적절한 잠재 진입자의 위협: 높은 잠재수요, 적정한 자본 투자비용, 적당한 법적 장벽
과 정부 정책 그리고 높은 브랜드 충성도로 신규 진입지의 위협은 보통 수준이다.

5.1.7.2. 실내 장식/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실내 장식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은 베트남에서 유망한 산업 중 하나이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가구 수출 세계 4위를 기록했으며
베트남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수요는 아주 높다.

5.1.7.3. 건축/외부 디자인 산업
베트남의 건축 혹은 외관 디자인 산업은 베트남 내의 생활수준 상승으로 인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텔, 카페, 레스토랑, 영화관, 체육관, 놀이공원 등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 나은 건
축 디자인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 요구될 것이다.

베트남의 건축 및 건설 시장은 2019년 기준 1,258만 달러의 규모로, 2020년부터 2030
년까지 8.69%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며 2030년까지 2억 9,90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
측된다. 건축 및 외관 디자인 산업 부문은 2019년 7,492만 달러로 건축 및 건설 산업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1억 6,719만 달러에 도달해 연간
7.81% 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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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11. 건축 & 건설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17-2030, 백만 달러

■ 실내 장식/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 건축/외관 디자인 산업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표 11. 건축 & 건설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17-2024, 백만 달러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41.25

44.29

47.66

51.11

55.41

60.47

66.23

72.78

67.31

70.94

74.92

78.85

83.87

89.80

96.49

103.99

108.56

115.24

122.58

129.95

139.28

150.27

162.72

176.76

실내
장식/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건축/실외디자인
산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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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건축 & 건설 디자인 산업 가치, 유형별, 2025-2030, 백만 달러

유형

연간 성장률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80.16

88.31

97.46

107.62

119.10

131.90

9.94%

건축/외관 디자인 산업

112.33

121.33

131.26

142.07

154.07

167.19

7.81%

계

192.49

209.64

228.72

249.70

273.17

299.08

8.69%

실내 장식/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2020-2030)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5.1.8. 유형별 기타 시장 규모 및 전망
기타 시장은 제품과 서비스에 창의성을 더하기 위해 그래픽 디자인을 사용해 광고하는
의류, 패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포함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하위 산업인 엔터테인
먼트 마케팅은 영화관, 인터넷 티저광고, 버스 정류장 광고 공간, 그 외의 공공 광고 공
간을 위한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그래픽 디자인을 적극 활용한다. 그래픽 디자인은 패션
트렌드를 정의하며 특히 여성과 아동 의류에서 수익 창출의 기회를 찾는다. 기타시장은
예측 기간 동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화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Model 분석
Ÿ

공급자의 적절한 교섭력: 기타 산업의 공급자의 수가 적당하고 제품 차별성이 적절하
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공급자 협상력은 적절한 수준이다.

Ÿ

구매자의 높은 교섭력: 기타 산업의 구매자는 많고,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들의 의존
도가 낮다. 그러나 전환 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구매자의 협상력은 높다.

Ÿ

적정 수준의 경쟁 정도: 기타 산업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혁신성
과 창의성의 범위가 한정되어있고, 퇴출 장벽이 낮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간의 경
쟁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Ÿ

낮은 대체제의 위협: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대체품의 위협이
낮다.

Ÿ

높은 잠재 진입자의 위협: 낮은 잠재수요, 적정한 자본투자비용, 낮은 법적 장벽과 정
부정책, 낮은 브랜드 충성도로 신규 진입지의 위협이 높다.
베트남의 기타 시장은 2019년 기준 9,067만 달러의 규모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7.48%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며 2030년까지 2억 1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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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12. 기타 산업 규모, 유형별, 2017-2030, 백만 달러

표 13. 기타 산업 시장 가치, 유형별, 2017-2024, 백만 달러
유형
기타
시장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77.42

83.74

90.67

97.31

104.97

113.36

122.64

132.48

77.42

83.74

90.67

97.31

104.97

113.36

122.64

132.48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표 14. 기타 산업 시장 가치, 유형별, 2025-2030, 백만 달러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타 시장

142.66

153.07

163.77

175.01

187.25

200.12

7.48%

계

142.66

153.07

163.77

175.01

187.25

200.12

7.48%

출처: 1차 조사, 2차 조사, NMS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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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성장률 %

유형

(2020-2030)

6

베트남 디자인 관련 기업 프로필

6.1. What’zhat
6.1.1 기업 개요
What’zhat은 브랜드와 비즈니스 개발, 마케팅, 웹사이트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디
자인 선도기업이다. 브랜딩, 웹 디자인, 스튜디오 세 가지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브랜딩 부문은 로고, 명함, 브로셔, 웹사이트 디자인을 포함한다.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및 편집도 지원하며, 서비스는 영어, 프랑스어, 베트남어로 제공된다.

6.1.2 기업 소개

6.1.3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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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주요 시장 경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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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CAT TUONG PACKAGING INDUSTRIAL CO., LTD
6.2.1 기업 개요
Cat Tuong Packaging Industrial Co., Ltd.는 오프셋 인쇄 포장지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제품 포장 분야에서 유명한 기업이다. 주로 소매 포장, 패스트푸드 박스, 특수 포장을 제
공하고 있으며,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미국,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6.2.2 기업 소개

6.2.3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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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주요 시장 경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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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DuyTan Plastics Corp
6.3.1 기업 개요
DuyTan Plastics Corp.는 베트남의 선도적인 플라스틱 제조 기업이다. 주로 플라스틱
포장의 디자인, 제조, 유통을 전문으로 하며, 개인 생활용품과 식음료, 가정용품 포장을
제공한다. 숙련된 전문지식과 표준화된 품질 경영 시스템으로 고품질의 포장을 제공하고
있다.

6.3.2 기업 소개

6.3.3 운영 사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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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주요 시장 경쟁기업

6.4. 3FORCOM

6.4.1 기업 개요
3FORCOM은 다국적 IT 파트너 기업이다. 웹 디자인, 웹개발, 모바일 개발, 외부서비스
통합14)(외부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축)을 포함한 멀티 플랫폼 솔루션 또는 웹 솔루션
을 제공한다. 검색엔진 최적화(SEO), 시스템 백엔드 관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즈니스 정보 기술 컨설팅 등의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6.4.2 기업 개요

14) Third-party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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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운영 사업 부문

6.4.4 주요 시장 경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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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CO-WELL Asia Co., Ltd.

6.5.1 기업 개요
CO-WELL Asia는 일본 시장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과 베트남 시장에서 일본 표준 서
비스 제공하는 선도기업이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솔루션, AR-VR 서비
스, 클라우드 통합, IoT 솔루션, 테스트 서비스를 전문으로 한다. PHP, Magneto, ISTQB
와 같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기업들과 제휴한 바 있다.

6.5.2 기업 소개

6.5.3 운영 사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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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핵심 전략적 움직임 및 개발
CO-WELL Asia는 치열한 경쟁 유지 및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한 핵심 개발 전략으
로 파트너십을 채택했다.

6.5.5 주요 시장 경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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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Artio Media

6.6.1 기업 개요
과거 KONG DESUGN으로 알려진 Artio Media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마케팅 및
광고 등과 같은 창조형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며, 로고 디자인과 3D 인테리어도 제공한
다. 주로 베트남의 식음료 사업에 서비스 제공과, 시장 조사 ․ 전략 컨설팅, 기업 이미지
구현, 브랜드 네이밍,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주력하고 있다.

6.6.2 기업 소개

6.6.3 운영 사업 부문

6.6.4 핵심 전략적 움직임 및 개발
Artio Media는 치열한 경쟁 유지 및 제품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한 핵심 개발 전략으로
파트너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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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주요 시장 경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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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PANPIC TECHNOLOGY CO., LTD.
6.7.1 기업 개요
Panpic Technology Co., Ltd.는 업무용 및 개인용 그래픽과 웹 솔루션을 전문으로 한
다. 그 외 브로셔 디자인, 정적 및 동적 웹사이트, 기업 아이덴티티 개발, 로고 및 브랜
드 디자인, 웹 호스팅, 전자상거래, 기업 카탈로그, 기업 판촉물, 서버 관리 또한 제공하
고 있다. 웹 개발 서비스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php), MySQL 데이터베이스 및 SQL 쿼
리 언어 기술, 부트스트랩, HTML, CSS, 제이퀴어리(Jquery), Lavarel, codeigniter,
WordPress 개발, Lavarel, codeigniter, WordPress development, zend, CakePHP,
smarty, 전자상거래 개발을 포함한다. (Magento, CS-Cart, opencart, Woocommerce, 검
색 엔진 최적화, 모바일 앱 디자인 등)

6.7.2 기업 소개

6.7.3 운영 사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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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주요 시장 경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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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Goldidea Branding Creative & Design
6.8.1 기업 개요
Goldidea는 브랜드 디자인과 창작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소매, 접대, 건설, 농업, 전자,
운송, 소비재, 패션, 개인 생활용품, 엔지니어링, 의료, 통신, 정부 기관, 건축 등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6.8.2 기업 소개

6.8.3 운영 사업 부문

6.8.4 주요 시장 경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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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THE 7 STUDIO
6.9.1 기업 개요
THE 7 STUDIO는 뛰어난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상업 및 주
거용 디자인 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와 같은 창의적인 공간 기획을 포함한 종합 서비스
를 제공한다.
6.9.2 기업 소개

6.9.3 운영 사업 부문

6.9.4 주요 시장 경쟁기업

57

6.10. GEMA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6.10.1 기업 개요
GEMA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은 인테리어 설계 및 건축 서비스를 전문으로 한
다. 주로 상업 및 주거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자인 기획에서부터 건축, 구조 및 모
니터링․평가관리, 디자인 추가 작업까지 이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6.10.2 기업 소개

6.10.3 운영 사업 부문

6.10.4 주요 시장 경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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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야별 상위 10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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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베트남 기업의 이해
한국디자인 서비스의 필요성 : 현지 인식 선호도 조사
– Axis Grou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 개관
2. 주요 연구 결과
3. 결론

1

개

관

□ 연구 목적
베트남 기업이 원하는 디자인 서비스 종류에 대한 이해 및 디자인 서비스에 지출하는
정도, 아래 4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1. 디자인에 투자된 총 투자 비율
2. 디자인 프로젝트 평균 비용
3. 한국 디자인 회사에 의뢰하고 싶은 디자인 서비스
4. 관심있는 한국 디자인 서비스에 지출 가능한 비용

➤ 베트남 기업의 한국 디자인 서비스 수요에 대한 결론 도출

□ 연구방법 : 정량적 조사
정량적 연구: 브랜드 측정 및 평가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들의 평가 및 피드백 뿐 아니라 인식, 사용량도 포함)
통계에 따른 대표본 및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주요 연구 목적에 대한 답변 제공

- 구조화된 인터뷰 설문지 사용
- 숫자, 백분율, 데이터 분석의 평균 점수
- 통계 분석 사용: 95% 신뢰 수준
- 다중회귀분석 및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나이, 소득수준) 기반의 교차분
석을 통한 결과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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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된 표본 크기

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매출 2백 억

(매출 2천 억

(매출 5천 억 VND

~ 2천 억 VND)

~ 5천 억 VND)

이상)

9.4억~94억

94억~235억원

235억원 이상

합계

건설

12

4

16

제조

13

5

18

무역∙서비스

12

6

18

합계

3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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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모집 기준 :
˙ 연매출이 2백억 VND(9.4억) 이상, 3가지 필수 분야(건설, 제조, 거래) 업체의 관리자 직
급 이상으로 근무하는 사람
˙ 해당 직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타사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선택 & 타사 디자인 서비스 예산 설정의 결정권자
이거나 유일한 의사 결정권자
˙ 지난 3개월 동안 어떠한 시장 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
˙ 시장 조사/컨설턴트 또는 미디어/광고 계열에서 일하지 않거나, 해당 계열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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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결과

□ 조사 대상 기업 개요
˙ 설문 조사를 수행한 대부분의 기업은 무역 & 서비스 산업(62%) 분야, 제조업(40%), 건설
업(33%) 순임
˙ 사업 할당액 기준, 대부분 중소기업(71%)이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29%로 그 뒤를 따름
˙ 설문 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업 중 60%의 기업이 디자인 아웃소싱을 이용했거나 이용할
계획인 반면, 나머지40%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음

S04b. 귀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제시된 것들 중 무엇입니까?
S06. 귀사는 디자인 아웃소싱 서비스를 프로젝트에 이용한 적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S09. 2019년 귀사의 과세소득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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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투자금액 대비 디자인 투자 비율
˙ 71%의 기업이 전체 투자액의

1% 이상 10% 미만을 디자인에 지출하며, 40%는 1%

이상 5% 미만을, 31%는 5% 이상 10% 미만을 지출하고 있음. 또한, 그중 19%의 기업
은 전체 투자금의 10% 또는 그 이상을 디자인에 투자함
˙ 전반적으로 기업은 총 투자금액의 5.5%를 디자인에 투자하기를 희망함
˙ 중소기업의 경우, 73%가 전체 투자금액 대비 디자인 투자비율이 1% 이상 10% 미만이
며(38%가 1% 이상 5% 미만, 35%가 5% 이상 10% 미만)

평균 지출은 6.4% 이며, 특

히, 22%는 전체 투자금액 대비 디자인에 10% 이상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중소기업이
중대형 기업에 비해 디자인 분야에서 더 높게 투자함
˙ 제조업체들은 다른 분야 대비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디자인 투자비율이 더 높으나 본
조사의 표본이 협소하므로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Q01. 귀사는 총 투자액의 몇 퍼센트를 디자인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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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프로젝트 평균 지출 비용
˙ 기업들은 디자인 아웃소싱에 대한 비용으로 평균 3억3천3백만VND (1천6백6십만원 정
도)를 지출. 가장 일반적인 비용 범위는 1억VND (5백만원 정도) 이상 5억VND (2천5백
만원 정도) 미만, 5천만VND (2백5십만원 정도) (29%) 이하임
˙ 향후 디자인 아웃소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표본 수가 적은 관계로 아래 자료
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Q02A. 귀사가 각 프로젝트에서 지출한 디자인 아웃소싱에 지출한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인하우스 디자인 비용 제외)
Q02B. 귀사가 각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아웃소싱에 지출할 수 있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인하우스 디자인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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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규모별 디자인 프로젝트 평균 지출 비용
˙ 회사 규모로 분류할 경우 표본의 크기가 협소하여 해당 차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Q02A. 귀사의 각 프로젝트 당 디자인 아웃소싱으로 지출한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인-하우스
디자인 비용은 제외)
Q02B. 귀사의 각 프로젝트 당 디자인 아웃소싱으로 지출할 수 있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인-하우스 디자인 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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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디자인 프로젝트 지출 평균 비용
˙ 산업별로 분류할 경우, 표본의 크기가 협소하므로 해당 차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Q02A. 귀사가 프로젝트 당 디자인 아웃소싱으로 지출한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인-하우스 디자인 비용 제외)
Q02B. 귀사가 프로젝트 당 디자인 아웃소싱으로 지출할 수 있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인-하우스 디자인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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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아웃소싱(3rd party provider)을 통한 디자인 서비스
˙ 디자인 아웃소싱을 통해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가장 관심 있는 디자인 서비
스는 웹 디자인(50%)이며,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 디자인(각각 46%), 브랜드
디자인(35%)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27%)이 상위 5개 분야로 나타남
˙ 그러나 가장 관심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음.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웹 디자인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각 38%), 제품 디자인(35%), 패
키지 디자인(25%), 브랜드 디자인(15%)이 그 뒤를 이음

Q3A. 다음 중 귀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디자인 아웃소싱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Q3B.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서비스를 최대 2개 선택하십시오.

68

□ 사업체 규모에 따른 디자인 서비스 선호도
˙ 중소기업은 건축 & 인테리어(49%), 제품 디자인(46%), 웹 디자인(43%) 그리고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각 27%) 순으로 관심이 많음
˙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유사하며,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인 41%, 웹 디자인
35%, 제품 디자인이 32%, 패키지 디자인 24%,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14% 순임
˙ 중대형 사업체의 표본수가 협소하므로 데이터는 단순 참고로만 활용

Q3A. 다음 중 귀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디자인 아웃소싱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Q3B.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서비스를 최대 2개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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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디자인 서비스 선호도
˙ 표본수가 협소함으로 해당 슬라이드는 단순 참고용임

Q3A. 다음 중 귀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디자인 아웃소싱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Q3B.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서비스를 최대 2개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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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디자인 기업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 조사 대상 기업 모두 한국 디자인 서비스에 관심이 있음
˙ 조사결과표는 사업체들이 응답한 디자인 서비스 관심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웹
디자인(44%), 제품 디자인(42%),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인(40%), 패키지 디자인(27%)
순임
˙ 단, 한국 기업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가장 관심 있는 서비스는 건축 & 인테리어 디
자인(37%)이 가장 높았으며, 웹 디자인 및 제품 디자인(각 35%), 패키지 디자인(25%),
브랜드 디자인(15%) 순임

Q4A. 아래의 한국 디자인 기업의 디자인 서비스 중에서 귀사가 관심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Q4B.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서비스를 최대 2개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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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디자인 기업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 사업체 규모별
˙ 중소기업에서 한국 디자인 기업에 의뢰하고 싶은 상위 5개 디자인 서비스는 제품 디자
인(41%),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인(38%), 제품 디자인(32%), 패키지 디자인(27%), 브랜드
디자인(19%)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부분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인(38%), 제품 디자인(32%), 웹 디자인(30%), 패키
지 디자인(24%), 브랜드 디자인(14%)에 몰려있음
˙ 중대형 사업체의 표본수가 협소하므로 데이터는 단순 참고로만 활용

Q4A. 아래의 한국 디자인 기업의 디자인 서비스 중에서 귀사가 관심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Q4B.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서비스를 최대 2개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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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디자인 기업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 사업체 규모별
˙ 중소기업에서 한국 디자인 기업에 의뢰하고 싶은 상위 5개 디자인 서비스는 제품 디자
인(41%),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인(38%), 제품 디자인(32%), 패키지 디자인(27%), 브랜
드 디자인(19%)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부분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인(38%), 제품 디자인(32%), 웹 디자인(30%), 패키
지 디자인(24%), 브랜드 디자인(14%)에 몰려 있음
˙ 중대형 사업체의 표본수가 협소함으로 데이터는 단순 참고로만 활용

Q4A. 귀사가 한국 디자인 기업으로부터 의뢰하고자 하는 디자인 분야는 다음 중 어떤 것 입니까?
Q4B.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서비스를 최대 2개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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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디자인 기업에 의뢰하고자 하는 디자인 서비스 | 업종별
˙ 소규모 표본으로 인해 해당 슬라이드는 단순 참고용임

Q4A. 귀사는 한국 회사로부터 다음 중 어느 디자인 서비스에 관심이 있습니까?
Q4B.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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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하고자 하는 한국 디자인 서비스의 적정 비용
˙ 협소한 표본 크기로 인해 해당 데이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관심 있는 디자인 서비스에 대해 3,000달러 이하를 지
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단, 가정용품 & 브랜드 디자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가격 범위는 3,000달러
에서 6,000달러 사이의 범위임

Q06. 당신이 관심 있는 한국 회사들의 디자인 서비스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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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베트남 기업 중 60%가 디자인 아웃소싱 서비스를 이용했
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100%가 한국 기업의 디자인 서비스를
이용할 용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해당 사업체들의 다수는 무역 & 서비스 산업이며 (62%) 제조 (40%), 건설
(33%) 산업 순이다.
◾ 71%가 중소기업이며, 29%는 중견 & 대기업이다.
○ 71%의 기업체들이 총 투자금액 중

1% 이상

10% 미만을 디자인에 투자하고자 하

며, 평균은 대략 5.5% 정도이다. 업체들 중 19%는 디자인 사업에 10% 또는 그 이상
을 투자한다.
◾ 중소기업의 73%가 총 투자금액 중 1%이상 10% 미만을 디자인에 투자하고자 하
며, 그 평균은 6.4%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 22%는 총 투자의 10%이상을 디자인에
투자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은 또한 중견/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에 더 높은 투
자 수준을 보였다.
○ 평균적으로 과거에 디자인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1억
VND(5백만원) 이상 5억VND(2천5백만원) (31%), 또는 5천만VND미만(2백5십만원) (29%)
의 금액을 디자인에 지출하고자 하며 그 평균은 3억3천3백만 VND(1천6백6십만원)이다.
○ 대부분의 기업은 웹 디자인(50%), 제품 디자인 + 건설 & 인테리어 디자인(각 46%),
브랜드 디자인(35%), 패키지 디자인(27%) 순으로 관심도를 나타냈다.
◾ 다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서비스 영역은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인, 웹 디자인(각
38%)이며, 그 다음으로 제품 디자인(35%), 패키지 디자인(25%), 브랜드 디자인
(15%)이었다.
○ 한국 디자인 기업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디자인 서비스로, 베트남 기업들은 웹디자인
(44%), 제품디자인 (42%), 건축 & 인테리어디자인 (40%), 패키지 디자인 (27%) 순으
로 꼽았다.
◾ 반면, 이들 기업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서비스는 건축 & 인테리어 디자인
(37%)이며, 웹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고(각 35%) 패
키지 디자인(25%)과 브랜드 디자인(15%) 순이었다.
○ 통계적 정확성을 위한 표본의 수가 협소하였지만 한국 디자인 기업에 의뢰하고 싶은
디자인 서비스에 대한 수용 가능한 일반적인 비용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미화 3000
달러 이하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용품 & 브랜드 디자인의 수용
가능한 디자인 비용 범위는 미화 3,000달러에서 6,000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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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베트남 디자인산업 관련 추가조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1. 디자인 관련 베트남 공공기관리스트
2. 디자인 관련 행사
3. 베트남 내 법인설립절차
4. 지역디자인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

1

디자인 관련 베트남 공공기관

1. 기관명

The London College For Design & Fashion (Hanoi)

목적

디자인 교육과정 제공

연혁

설립연도 : 2004

웹사이트

http://www.designstudies.vn

대표번호

84-243-719-9706

이메일
주소

info@designstudies.vn
No. 98, To Ngoc Van St., Quang An Wd., Tay Ho Dist., Hanoi,
Vietnam
- 위 대학교는 베트남에서 디자인 교육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 지난
16년 동안 동 대학은 수준 높은 영국의 디자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성을
쌓아왔으며, 이는 국제 디자인 산업에서 학교 졸업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내용

만들어주며 Kelly Bui, Lam Gia Khang, Rue des Chats, L’atelier, Km
109 등과 같은 귀중한 시작점을 제공함
- 현재 패션, 그래픽 디자인, 인테리어 및 아키텍처 디자인, 사진 분야의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영국
양식의 교육과 학습 기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베트남 시장에 적용

2. 기관명

Vietnam Fashion Design Institute Joint Stock Company

목적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 교육과정 제공

연혁

설립연도 : 2018

웹사이트
대표번호
FAX
이메일
주소

http://fadin.com.vn
84-283-521-0686
84-283-521-0687
84-283-521-0689
vienmauthoitrang@fadin.com.vn
Floor 10, No. 648 Cach Mang Thang Tam St., Ward 11,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 기업코드 : 0315140018

내용

- 패션과 지역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교량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더 나아가
의류제조기업에 디자이너 채용, 교육, 디자이너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베트남 유일의 산업잡지인 MOT Vietnam Magazine을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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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명

The Vietnam Fine Arts Association (VFAA)

목적

디자인 컨설팅

연혁

설립년도 : 1957

대표번호

84-243-822-5473

FAX

84-243-943-6133

이메일
주소

hoimythuatvietnam@vnn.vn
No. 51 Tran Hung Dao St., Hoan Kiem Dist., Hanoi, Vietnam
- VFAA는 회화, 그래픽, 조각, 응용미술, 미술비평 등 예술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전국적으로 활동범위가 넓고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내용

- 예술가들이 전통과 글로벌 예술의 본질이 조화를 이루는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베트남과 해외에서 예술작품 전시를 주관하며, 세미나 및 창작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4. 기관명

Vietnam Association of Architects (VAA)

목적

컨설팅

연혁

설립년도 : 1948

웹사이트

http://tckt.vn

대표번호

84-243-934-0262

이메일
주소

info@tckt.vn
No. 40 Tang Bat Ho St., Hai Ba Trung St., Hanoi, Vietnam
- 베트남 건축가 협회는 1948년 4월 27일 베트남 빈푹성 내에서 최초
로 설립되었으며 호치민상, 국립문학예술상, 일급 독립훈장, 호치민
훈장, 금성훈장 등 수많은 수상을 함

내용

- 전국 1만 6,000여명의 건축가 중 디자인 컨설팅, 연구, 교육,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5,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
-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회원용 월간지인 Architecture
와 Beautiful Houses를 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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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명

Vietnam Advertising Association (VAA)

목적

광고 컨설팅

연혁

설립년도 : 2001

웹사이트

http://vaa.org.vn

대표번호

84-243-936-5794

FAX

84-243-936-6104

이메일

info@vaa.org.vn

주소

Floor 4, Vietnam Puppet Theater, No. 361 Truong Chinh St., Thanh
Xuan Dist., Hanoi, Vietnam
- 베트남 광고협회는 베트남에서 광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기업,
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기관

내용

- 국제광고협회 IAA(International Adversiting Association)와 아시아광
고연합 AFAA(Asian Federation of Adversiting Association)의 회원
- 광고업계에서의 이벤트 및 전시회를 주최하여 개인과 기업의 네트워킹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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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관련 행사 및 디자이너

가. 전시회/박람회/컨퍼런스 등 디자인 관련 행사
(1) ICAD 2020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rt and Degisn)
- 웹사이트 :

https://icad.vanlanguni.edu.vn

↑ 웹사이트 메인화면

↑ 전시된 학생들 작품

베트남에서 열린 미술과 디자인 관련 국제 전시회 중 가장 큰 행사로 평가되는
ICAD

2020은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주최,

베트남

반랑대학교

(Van

Lang

University) 및 한동대학교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행사이다. 기존 2020년 2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5월 12일에 온라인 형태로 개최되었다.

온라인 전시관에는 호주, 중국, 콜롬비아, 독일, 가나, 인도, 이란, 일본, 라오스, 한국,
몽골, 미국, 베트남 등 13개 국가가 참가했고, 개인과 전문가 그룹, 예술가, 디자이너,
연구자, 학생들이 출품한 164점의 미술작품과 23편의 디자인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2) Vietnam International Fashion Week – VIFW
- 웹사이트 :

http://vifw.vn/

베트남 국제 패션위크는 매년 4월과 12월에 개최되며, 구매자, 언론, 일반 대중에게
맞는 국제 패션 컬렉션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일반적으로 7일에서 9일간 개최되며,
이는 베트남이 지난 2014년 베트남 패션위크를 대체해서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 패
션위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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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패션위크는

동남아시아 최고의 국제패
션위크로 평가되며, 도쿄, 서
울, 상하이 국제패션위크에 이
어 아시아 4위에 올랐다.

베트남 국제패션위크는 베트
남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전문

↑ 2020 VIFW

성이 높은 패션 행사로, 세계와
베트남에서 가장 최신의 독특

한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을 선보인다.

베트남 국제패션위크는 주로 멀티미디어 JSC가 제작하고 아쿠아피나가 후원한다.
베트남 국제패션위크 2020은 2020년 12월 3일부터 6일간 Nguyen Du Indominal
Stadium에서 Future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3) 베트남 디자인 위크 2020
- 웹사이트 :

https://vietnamdesignweek.com

베트남 디자인 위크는 식음료, 생활, 패션, 기념품, 공공미술 등 인간의 일상을
서비스 하는 실용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디자인을 발굴하고 적용하는 행사이다.
주요 행사로는 베트남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시, 워크숍 디자인 쇼 등이 있다.

“Regeneration”을 주제로 한 베트남 디자인 위크 2020은 재료를 지속가능하며
최적의 방식으로 사용하게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행사는 베트남 전역에서 디자이너, 제조업체, 수공예 마을 주민, 디자인 스쿨
졸업생 등 베트남에 거주하고 일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위한 행사이다.

2020년에는 하노이 R8 Factory, 호이안 Thanh Ha Terracotta Park, 호치민
C-Space, SMPAA에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 기간 중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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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MARK 베트남 디자인 위크 & VMARK 디자인 어워즈
- 웹사이트 :

https://www.vietnamdesignweek.org

2018년에 시작한 VMARK 베트남 디자인 위크 & 디자인 어워즈는 국가 디자인
전략 기획 및 개발을 목적으로 베트남 호치민시 산업무역국 주관, VDAS 디자인
협회에 의해 조직되었다. 교육, 인식, 경험을 통해 디자인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베
트남 디자인 산업을 성장시키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베트남의 디자인 아이
덴티티를 차근차근 구축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VMARK 베트남 디자인 위크는 베트남이 Global Creative Industries에 합류하는
첫 번째 기회이도 하다. VMARK 베트남 굿 디자인 어워즈를 공식 출범시켜 국가의 새
로운 이미지를 세계에 재정립하는 과정에 지역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커뮤니티를 지
원한다. 2021년은 3월 26일 베트남 호치민 1구역 내 GEM 센터에서 개최된다.

(5) Apricot Blosson Competition
- 웹사이트 : http://www.hawa.vn/en/contest/cuoc-thi-hoa-mai-hawa

↑ 2018-2019 1등 수상작
(Lego)

↑ 2018-2019 2등 수상작
(Nightstand)

↑ 2018-2019 3등 수상작
(CHACHA Foulding Table)

호치민의 수공예목재산업협회와 American Hardwood Export Counfil의 후원으로
주최되는 목재 가구제품 디자인 공모전이다. 2002년 처음 개최되어 17회를 거친
이 행사는 더욱 명성이 높아지고 잇으며, 아름답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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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전통적 활동으로 여겨진다. 베트남의 젊은 디자이너들을 업계와 세계의
디자이너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6) Italian Design Day

2017년 이탈리아 외교 및 국제협력부와 Fondazione Compasso d’Oro, The
Triennale di Milano에 의해 출범된 Italian Design Day는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
러 나라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전시회는 2020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전국 4개 대학인 중앙대학교(Tuy Hoa),
건설대학교(하노이), 반랑대학교와 연꽃대학교(호치민)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2020년
11월 5일 피렌체, 하노이, 투이호아, 호치민 4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건축가
Marco Casamonti가 올해 Italian Design Day의 홍보대사로 선정되었으며, 하노이 토
목대학교, 호아센 대학교 및 많은 베트남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의 참가가 잇따랐다.

(7) Logo 20 온라인 전시회

창작 감독 응우옌 찌 프엉 동(Nguen Tri Phuong Dong)이 주관하고 하노이의 아시아
공업미술대학이 주관한 베트남 최초의 온라인 디자인 전시회가 2020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가상의 3D 플랫폼에서 개최되었다.

전시되었던 모든 로고 작품들은 전시회가 끝난 후에 하노이, 다낭, 호치민 등에서
디자인 교육학과가 있는 여러 대학에서 교대로 전시된다. 응용 미술 전시회로서,
Logo 20 온라인 전시회는 지난 세기 베트남의 대표적인 고로 디자이너들의 현대
베트남 로고 컬렉션을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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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트남 내 유명 디자이너

이름

Dang Thi Minh Hanh
출생연도
학력

1961
The Fine Art University of Ho Chi Minh City
www.minhhanh.org

웹사이트
www.vietmode.com.vn
·

2018년 3월 : Honored Confered Title of CHEVALIER OF CULTURE by
the Italia

주요
수상경력

·

2016년 8월 : Ten Best Artisian Of Asean Selection 2016. Bangkok

·

2015년 9월 : Art & Culture Fukuoka Prize 2015. Japan

·

2006년 6월 : Honored Confered Title of CHEVALIER OF CULTURE
AND ART by The France

·

1997년 : The New Designer Award In Asia Collection Makuhari (Japan)

·

2009년-현재
- 패션디자이너
- VIPMODE(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주요 활동

-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집행위원
·

2000-2009년
- 베트남 패션디자인 연구소장
- Mot Vietnam 잡지 수석 부편집장
- 베트남 패션디자인연구소(FADIN) 수석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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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Quach Thai Cong
출생연도

1972

학력

Akademie JAK University

웹사이트

https://thaicong.com/vi/

주요

수상

경력

·

Infinity Award by the ICP Council in New York

·

Golden Lion in Cannes

·

Bronze Prize by ADC Council un Germany

– France

– USA

Quach Thai Cong은 독일에서 32년 넘게 거주한 독일계 베트남 인테리
어 디자이너이다. 그는 패션과 사진 편집 전공으로 졸업을 했으며, 전공
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테리어로 방향을 튼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Thai Cong은 실내 공간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전시했고, 이때 이것은 많
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Thai Cong은 실내 공간 관련 전문
수업을 수강했으며, 실무 경험이 있는 그는 20년 동안 인테리어와 장식 분야
에서 활동했다.
2007년 Quach Thai Cong은 독일 함부르크에 Thai Cong GmbH &
Co.KG 설립했고, 2014년 호치민에 쇼룸과 사무실을 개소했다. Thai
Cong Vietnam Co., Ltd.는 동양과 서양 문화 간의 미묘한 연결을 보여주
주요 활동

고 있다.
현재 Thai Cong 컴퍼니는 빌라, 개인 아파트, 고급 레스토랑, 호텔, 부동
산 프로젝트 등의 인테리어 장식 및 인테리어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
다.

↑주요 인테리어 활동 (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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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인물과 더불어, 최근 베트남에는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 호치민과 해외시장을 오가며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해외로 패션 관련 유학을 갔던 졸업생이나 베트남 해외 이
민자 2세들이 하이패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에서 주목 받는 주요 베트남 하이패션 디자이너>
디자이너명

브랜드명

특징
kilomet 109라는 친환경 의류회사 운영. 유기농 면, 견과
류, 석탄, 석재, 너무 등을 사용해 의류를 만들고 천연 마

Vu Thao

Kilomet 109

와 염료를 만드는 베트남의 소수민족 여성들과도 협력사
업을 하고 있음. 전통 베트남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며 디
자인은 현대적이고 감각적이라는 평을 받음.

Devon

Devon

Nguyen

London

호치민, 하노이, 영국 런던에 ‘Devon London’매장을 운
영 중인 디자이너 브랜드. 패션을 통해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함.
Tran Phuong My는 호치민 출생, 미국에서 공부함.
미국과 베트남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서도 성공함.

Tran Phuong
My

Phuong My

대담한 색과 디자인을 쓰는 그녀의 컬렉션은 Elle,
Harper’s Bazaar, Vogue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국제적
인 무대의 인정을 받고 있음. 일부 컬렉션은 호치민 플
래그십 스토어에서만 판매됨.
Dieu Anh은 아시아 컬렉션 마쿠하리 그랑프리에서

Dieu Anh

Dieu Anh

16세에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세이코 어워드를 수상한
디자이너임. Dieu Anh은 호치민 미술 대학교 출신으
로 동남아시아 전역은 물론 해외에도 진출함.

閔 民湖
(Thị Minh
Hạnh)

베트남 디자이너 중 최초로 1997년 일본의 New
Thị Minh

Designer Award를 수상함. 2019년 베트남 문화와 전통을

Hạnh

대중화한 공로로 ASEAN Selection에 지명되기도 함. 호
치민 패션 디자인 연구소의 이사로 재직 중
Hoang Quyen은 신발에서 스카프까지 모든 제품에

Hoàng Quyên

Tiny Ink

손으로 그린 삽화를 넣는 것으로 유명함. 호치민에
두 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며, 각종 해외 패션
컬렉션에 출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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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내 법인설립 절차

가. 설립 방식에 따른 조직체 분류

베트남 기업법상 법인의 형태로는 개인회사, 파트너쉽,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의 4가지 형태가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형
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이다. 유한책임회사는 다시 1인 유한책임회사와 2
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구분된다.

□ 조직체 유형별 특징
◦ 1인 유한책임회사
-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개인, 법인)인 경우로, 회사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각종 서류작업 및 운영방식이 간단함. 특히 내부 의사결정의 주체와 절차를
투자자의 뜻대로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음.
- 회계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증·감자가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감자는 금지.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내·외국인 2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출자한 회사로

서, 투자자(사원)의 수가 50명을 넘지 않고 출자지분만큼의 책임을 짐.
-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주주의 모임인 사원총회가 있

으며, 그 의결 정족수는 사원 지분의 65%를 기준으로 결정됨.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 지분 매각은 타 사원들의 회사내 출자

지분의 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타 사원들이 매각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하지 않는 때에만
사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회사 형태로써 자본이

동일한 비율의 주식으로 분할되며, 적어도 3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 주주 수의
상한은 없으며 자본 조달을 위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상장되어 주식이 유통되는 경우를 전제하는 회사의 형태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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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운영(특히 재무)과 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고 공시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음.
- 주주총회 출석한 주주 전체의 의결권 총수의 65%를 대표하는 수의 주주가 승인할

때 결의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회사 정관의 개정, 회사의 구조 개편, 자산 총 가치의
50% 이상의 자산 매각의 경우에는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 단, 주식회사의 창립 주주가 보유한 보통 주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양도가 제한됨

※예외 : 다른 창립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주주총회가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
가능 (단, 주식 양도 예정 주주는 주식양도에 관한 의결권이 없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증권을 발행할 수 없음
- 유한책임회사에는 ‘사원총회’가 존재, 주식회사에는 ‘주주총회’가 존재
- 주식회사는 일반 대중에게 많은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상장을

계획하는 투자자들에게 적당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소규모 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당한 회사 형태임
- 일단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 (단, 사원총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

나. 법인 설립의 프로세스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 두
가지 등록증 취득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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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회사 설립 절차
순서

내용

유의사항
법인 형태, 자본금 규모 등 선택 및 결정

1

설립 방법 확인

- 담당부서 : DPI(투자계획국,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또는
공단관리위원회

2

서류 준비

투자자의 법적 필요서류의 번역과 공증
해당 구비서류 일체 제출
- IRC 신청서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공장/토지 임대차 (가)계약서

투자등록증 (IRC) 신청
3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투자자의 최근 2년간 감사받은 재무제표 등
투자자의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정관 자본금으로 출자할
자산 목록 및 관련 서류
-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의 회의록 및
결정문
-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4

IRC 발급

15일 소요 (국회, 총리, 지방인민위원회
투자승인 대상 프로젝트 제외)
해당 구비 서류 일체 제출

5

기업등록증 (ERC) 신청

- ERC 신청서

* Enterprise

- 투자등록증(IRC) 공증 사본

Registration Certificate

- 베트남 내 신설법인의 법적 대표자 여권 사본
- 베트남 내 신설법인의 정관

영업일 3일 이내, 발급번호 자체가
6

ERC 발급

세금코드가 됨
부자자치세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하여야 함
(공제법 or 직접법)

7

법인 설립 공고

신문, 연속 3일
인감은 인감 제작업체를 통해 제작 가능,

8

법인인감(SEAL) 등록

인감의 개수 제한 없음.
관할 관청에 통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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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개설

IRC/ERC/SEAL 지참하여 거래은행 방문

4

지역 디자인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

2021년 예상되는 베트남 내 주요 변화와 이와 연결될 수 있는 디자인 산업의
전략은 아래와 같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집중
◦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화에 대한 의지를 기회로 전환할 필요
- 베트남 정부는 올해 6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방향을 담은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프로그램 (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me, 749/QD-TTg)’을 발표하며
디지털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ICT 전문가 및 연관 직업에 대한 수요와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바, 관련 디자인 수요 증가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의료, 교육, 금융, 은행 등의 분야의 디지털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분야에
익숙한 한국의 웹 및 앱 디자이너들이 환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AXIS가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외부 디자인
용역을 의뢰했거나 향후 의뢰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61%) 전체는 한국
디자인 회사에 디자인 용역을 의뢰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고, 그 중에서도 웹
디자인 의뢰를 하고 싶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과도 연계하여 볼 수 있다.

◦ 국가 혁신센터(NIC)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발달
-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4차 산업의 추진 동력 마련을 위해 베트남 국가 혁신센터
(NIC, National innovation center)의 설립을 결의 (1269/QD-TTg)하였다.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NIC의 세부 육성 분야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디지털 미디어, 네트워크 보안, 환경기술 분야 등이다.
- 특히 베트남 게임, 광고, 영화, 영상 등의 온라인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산업 진출을 대비한 디자이너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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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 발전 가능성에 주목
◦ EU-베트남 FTA 체결로 인한 긍정적 효과
- ‘20년 8월 발효된 EU-베트남 FTA (EVFTA)는 베트남이 체결한 FTA 중 최고 수준의
관세 철폐율을 보이며 베트남의

對 EU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EVFTA가 한국 기업에게 이점이 될 만한 요소는 한국산 원단에 대한 특혜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 EVFTA에는 한국산 원단에 대한 특혜조항(역외 교차누적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에 대해서는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 산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 한국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의 베트남 진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한국 패션 디자인 산업의 베트남 진출에도 양의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섬유 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 베트남 정부가 ‘14년 4일 발표한 ’2030년 베트남 섬유 산업 발전 방안
(3218/QD-BCT)‘에 따르면, 정부는 섬유 및 의류 산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 이를 위해 섬유 및 의류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현지 기업의
약한 부분을 보완할 하이테크 섬유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 유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이러한 정부의 산업발전 방안은 올해 발효된 EVFTA와 맞물려 한국 섬유 제조
기업과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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