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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베트남 경제는 1986 년으로부터 “도이머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베트남도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해외직접투자(FDI)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FDI 국가들 중에 한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다..  특히 2006 년도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의  FDI 투자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국을 3 개의 중점 경제 지역 (북부 

중점 경제 지역, 중부 중점 경제 지역, 남부 중점 경제 지역)으로 나누었다.  

베트남에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전국 44 개의 성 또는 시에 진출하고 있으며,  

3 개의 중점 경제 지역에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전국 FDI 의 85%를 점유함). 

그렇기 때문에, FDI 진출에 대해 지역적인 선택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19 개의 성 또는 시를 포함한 중점 경제 지역의 구성원을 통하여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중점 경제 지역 구성원의 특성,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투자분야,  진출지역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 가설를 세웠고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가설을 확인하 다.  연구 결과는  1 인당 FDI 금액, 

Infrastructure (공업단지 수량), Degree of Regular 가 투자 진출 지역의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베트남 상공 회의소 (VCCI)가 

정한 PCI 지수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와 Infrastructure 지수가 

한국의 FDI 지역선택과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본 논문은 밝혔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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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가 베트남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진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어: 해외 직접 투자 (FDI),  Vung Kinh Te Trong Diem  (중점 경제 지역), 

진출 지역 선택, 한국 FDI, Chỉ số năng lực cạnh tranh cấp tỉnh (성급 경쟁 능력 

지수), etc. 

학번: 2010-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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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986 년도에 “도이머이” 경제 개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베트남 경제는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로 변화되기 시작하 다. 또한 1987 년도에 베트남 

국회는 외국 투자 법 (Law on Foreign Investment) 을 승인하 으며, 이를 통해 

외국투자자본금 (FDI)을 유치할 기회가 열렸다. 풍부한 천연 자원, 품질 좋고 

값싼 노동력, 잠재력이 큰 시장이 있는 베트남에 많은 다국적 기업 (MNCs)이 

투자하 다. 그 이후로 베트남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수치 확인 

필요] 200 년부터 2008 년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7%이상을 달성하 다.  

베트남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1 년도까지 베트남에서 13,670 개의 FDI 

프로젝트를 198 Billion USD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FDI 자본금과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제 9 

회 대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FDI 기업들이 베트남의 시장 경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선언하 다. World Investment Prospects Survey 2010-

2012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중에  FDI 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국가이며, FDI 를 유치하는 Top Ten 국가중에 하나라고 한다. 

      한국은 1960 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 고 아시아 및 

국제적으로 높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다..  국제화 시대에서 한국은 

여러나라와 관계를 맻고 있으며, 1992 년도에 베트남과의 관계를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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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면으로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 그 때부터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여러 분야에 투자하 다.  

특히 한국은 2006 년도에 베트남에 투자를 실시한  나라 중에 2,7 Billion USD 

투자하여   1 위를 기록하 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Top 3 나라 중에 하나로 인정 받고 있다. 베트남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베트남 FDI 투자는 2011 년까지 2,780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총  

22,6 Billion USD 를 기록하고 있다.  

       Korea Trade –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의 조사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1.1%는 “만족한다”고 답변 하 으며 50.5%는 “보통”이라고 답을 하 고, 

6.1 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하 다. 또한 질문을 받은 한국기업들의 

60.6%는  앞으로 다른 회사에게 베트남에 투자하라고 추천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반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의 투자환경,  법리적인 수속에 대한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베트남에대한 한국의 FDI 투자는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 나뉘어져 있다.  

전국 64 개 성 중에, 한국 FDI 는 47 개 성에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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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베트남 지역별 한국 FDI 진출 리스트  

순서 성/시 명 진출 

프로젝

트 수 

투자 총액 지역 

1 Ha  Noi  (하노이) 538 4,636,255,937 북구  중점 

경제 지역 

2 Ba Ria – Vung Tau 

(바리아 – 붕따우) 

51 3,460,584,724 

 

남부 중점 

경제 지역 

3 Ho Chi Minh City 

(호치민시) 

762 3,390,584,601 

 

남부 중점 

경제지역 

4 Dong Nai (동나이) 252 2,678,220,753 

 

남부 

중점경제 

지역 

5 Binh Duong  (빈즈엉) 447 1,322,805,209 

 

남부 중점 

경제 지역 

6 Hai Phong (하이퐁) 37 971,956,787 북부 

중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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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7 Long An(롱안) 56 868,874,254 

 

남부 중점 

경제 지역 

8 Quang Ngai  

(광응아이) 

7 724,900,000 

 

중부 중점 

경제 지역 

9 Da Nang(다낭) 25 626,688,269 

 

중부 중점 

경제 지역 

10 Bac Ninh(박닝) 70 491,626,834 

 

북부 중정 

경제지역 

 다른 성/시 535     3,427,501,659   

 

 Total 2,780 22,599,999,027 

 

출처:  베트남  총통계국  

      표를 보면  대부분 한국기업들이  베트남 정부가 정한 3 개의 경제 

중심경제지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남부 중점 경제 지역에 진출 많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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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라 지역별 특성값 기준과 투자 지역 

선택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여, 그  지역선택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 구성 

1. 연구문제 

      FDI 결정요인 및 FDI 지역선택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한 국가와 구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FDI 에대한 기존 연구는 

한 두개 밖에 없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한국 FDI 중심으로 FDI 지역선택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연구 문제]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FDI 지역선택이 무엇인가? 

  [연구 문제] PCI 성급 경쟁 능력 지수와 한국 FDI 지역선택은 관계가 있는가?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베트남 경제 지수 (1 인당 GDP, PCI 지수, 기반시설 지수)와 한국 

FDI 지역선택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 연구하고자 총 5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서술하 다.  현재 

베트남은 여러 국가의 FDI 를 유치 하고 있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도 많지만 나라별 국가별 FDI 에 대하여 기존 연구가 많지 않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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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 논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 국가의 FDI 지역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의 논의와 관련된 선행 연구 들을 고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 1 절에서는 FDI 결정요인, 제 2 절에서는 베트남 FDI 현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 3 절에서는 베트남정부가 조사를 통하여 연구하는 

PCI 지수에 대하여 언급하 다. [연결이 안됨] 있으나 한국 FDI 지역선택에 

대하여 기존연구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 

KCCI 웹사이트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데이타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가설을 

제시한다. 

     제 3 장에서는 2 장에서 언급한 중요 변수를 토대로 연구 모형을 제시하며 

실증 분석 과정과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고, 연구의 통계적 

결과 및 그에 따른 논의를 제 4 장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밝힌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본 후, 

향후의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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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제 1 절  FDI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해외직접투자의 허스트 국가 결정 요인에 대하여 여러가지 연구가 있다. 

기존연구들은 수많은 조사와 케이스 스터디를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연구학자들이   많은 허스트 국가 결정 요인이 있다고 했다.  

     Dunning 의 Eclectic 논리 에 따라서 FDI 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가 FDI 

결정요인을 찾아냈다. 1 인당 GDP 로 측정하는 시장 규모 (market size), 

기반시설의 발전 (infrastructure development), 노동 비용 및 생산성 (labour cost 

and productivity), 개방에 대한 수준 (the level of openness), 정부 정책 

(government policy), 그리고 지리적인 근접성을 포함한다.  

   시장 규모 (Market Size):  FDI 지역 선택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이다. 

시장규모는 1 인당 GDP 로 측정되는 경제 발전의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게다가 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시장의 성장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험적인 연구들이 소득 (income)과 경제 성장 (economic growth) 을 

검증하 으며  구매력 (purchasing power)이 증가함으로써 더 높은 소득수준이 

더 많은 FDI 를 유치 할 수 있다고 한다. Schmitz and  Bieri (1972)의 1952-1966 

간에  유럽국가에서의 미국 FDI  지역 선택에 대한 연구에서, 일인당 GDP 로 

나타나는 시장규모는 FDI 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에 하나임을 밝혀냈다. Root 

과 Ahmed (1979)는 1966-1970 4 년간의  58 개국의 개발도상국의  데이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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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만든 단일 평균 모델 (single equation model)은 일인당 GDP 가 

허스트 국가에서 FDI 를 결정하는 가장 지배적인 변수라고 증명하 다. Kravis 

와 Lipsey (1982)는 1960 년도에 미국 MNCs FDI 지역선택 하기에, 사장 규모의 

향을 증명하 다. 1994 년도의 135 국가의 cross – sectional 데이타를 

근거하여 Chakrakarti (2001)는 1 인당 GDP 로 측정되는 시장규모는 FDI 

유입을 결정하는데 매우 강한 설명력이 있다고 발견하 다.  

      Infrastructure Development: 허스트 국가의 기반시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국가  기업들을 더 많이 유력할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자들은 국제 기준화 되는 기반시설이 있는 국가를 찾아서 

투자한다. 왜냐하면 완벽한 기반시설이 거래비용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험적인 연구엔, 기반시설의 가변성이 도로 운송(Hill and Munday 

1992), 1 인당 에너지 사용 (Mudambi 1995), 인구 천명의 전화지수 (Asiedu 

2002), 철도 운송(Bengoa and Sanchz-Robles 2003)에 대한 비용,  그리고 

교통/도회화  지수 (Glickman and Woodward 1988)는 FDI 긍정적인 공동작용이 

있다고  발견하 다.  

     Labour Market: 국가의 FDI 유치 Level 는 허스트 국가의 Labour 시장에 

달려있다.  Labour 비용, labour 이용도, 그리고 노동생산성을 포함한다.  

경제학자들 dms FDI 지역선택 요인의  값싼 노동자 역의 역할을 강조하 다. 

왜냐하면 이것이 발전하는 나라의 비교적인 경쟁우위 (comparative advantage) 

이기 때문이다. Moore (1993) 그리고 Lucas (1993)는 허스트 국가의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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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증가할 때, FDI 유입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하 다. 반면,  

더 많은 유효한 노동력 있는 나라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쉽게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실업률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FDI 유입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높은 실업률이 낮은 급여라도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Biswas (2002), Kravis and Lipsey (1982, 1989), 

Blomstrom and Lipsey (1986), Barrell and Pain (1996), Milner and Pentecost 

(1996), 그리고 Brainard (1997)가 진행하는 실험적인 연구가 하스트 국가의 

높은 노동자 비용이 FDI 유입을 낮게 한다고 발견하 다.   

    The level of  Openness (개방 성의 Level):   많은 경제학자들이 FDI 를 

유치하기 위한  개방성의 Level 는 FDI 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 다. 

시장을 탐색하기 위한 FDI (무역 벽도를 넘어가기에 책임을 진 horizontal 

FDI)라면  개방성의 level 를 감소하는 것(더 많은 무역 제한 있음)이 horizontal 

FDI 를 증가하게 한다..  그렇지만  vertical  FDI (시장 탐색 목적이 아닌 투자, 

non-market-seeking investment)는  개방적인 경제( 무역 제한이 적음)에 더 

효과적인 것이다.  Root and Ahmed (1979), Balasubramanyam and Salisu (1991), 

Jackson and Markowski (1995), 그리고 Chakrabarti (2001)는 무역 volume 변수를 

이용하여  FDI 유입에 개방성의 효과를 판단함으로써 한 국가가  외부 세계에 

문을 열면 그나라에 들어오는 FDI 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학자들이  FDI 에 

대한 개방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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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결정요인: 허스트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이 MNCs 의 FDI 지역 선택 

요인이라고 본다. 정부의 역할은 화폐 정책과 재정 정책 (monetary and fiscal 

policies)과 같은 거시경제적 (macroeconomic) 도구를 통하여 경제와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투자를 촉진하는 것, 기반시설과 인력자원을 개발하는 

것,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 세금 

우대, 무역에 대한 정부 정책이 FDI 유치하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몇 몇 국가에서는 정부가 FDI 를 유치하기 위하여 특별 세금 

우대를제공하거나 값싼 임대료로 토지를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FDI 에  재정 

정책 의 효과가 긍정적인것이다.  

      Root and Ahmad (1979)는 FDI 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변수의 효과를 

검증을 하 으며 사회 (도회화 정도)에 향을 주는  4 가지 경제적인 변수 

(1 인당 GDP,  GDP 성장율, 경제 통합, 그리고 교통, 무역,  통신의 중요성이 

포함됨),   정치적 변수 (정부 관리에의 헌법 변경 수 (the number of 

constitutional changes in government leadership)를 FDI 에 향을 미친다고 

검증결과가 나왔다.  

Wheeler and Mody (1992)는 FDI 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agglomeration, 기반시설  품질 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하며, 세금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검증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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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wer (1993)는 불완전 시장의 효과를 통하여 FDI 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향을 주는 정부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 다. 같은 정부 정책이 

불완전 시장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FDI 유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Borenzstein at al. (1998)은 경제 성장에 PDI 의 효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cross-section 실험적인 분석을 실행하 다. 결과는 FDI 는 기술 전달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며 국내 투자보다는 생산력 성장 [??]에 기여한다고 암시한다.  

그렇지만 허스트 나라는 최소 인적 자본 임계값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FDI 의 생산성이 더 높다고 하 기 때문에,  허스트 경제에서, 진보된 기술 

과학의 충분한 흡수 능력이 입수 되어야만  FDI 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umar (2001)는 66 개국의 나라에 실험을 진행하 고 FDI 유치하는데, 

기반시설의 품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견하 다. 기반시설  소요 

중에, 도로, 전력, 통신망  등 의 시설과 효율적인 관료제 (efficient 

bureaucracy)와 세관 행정 (custom administration)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발표하 다.  

Lipsey (2001)는 Latin America (1982), Mexico (1994), 그리고 East Asia 

(1997) 재정 공황을 겪었을 때, 미국 FDI 에 대하여 연구하 고 공황기간동안, 

FDI 흐름이 다른 자본금 흐름보다 더 안전성을 보여주었다고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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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erman and Shapiro (2002)는  기반시설이 FDI 의 유입과 유출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보여주었으며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금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국내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들이 

외국으로 투자하기도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표 2>  FDI 유입의 결정요인 

경제적 조건  Markets 규모, 소득 Levels, 도시화 

(urbanization), 안정성 및 성장 

전망, 지역적인 시장 접근, 분배 및 

수요 패턴 (distribution and 

demand patterns) 

 Resources 자연자원, 위치 

 경쟁력 Labor 의 유효성, 비용, 숙련 

(skill) , 교육, 관리 및 기술과학에 

대한 수련, 유입 접근,  물질적 

기반시설 (Physical infrastructure), 

supplier base,  기술적 보조 

(technology support) 

허스트 국가의  Macro 정책 중요한 Macro 변수 관리,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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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송금, 외환 접근 

 Private Sector 

(개인적인 

분야) 

개인 소유권 추진, 명확하고 

안정된 정책, 진입과 퇴장이 쉬운 

정책, 효과적인 재정 시장, 기타 

Supports 

 Trade and 

Industry (무역 

및 산업) 

Trade 전략, 지역 가입 및 시장 

접근, 개인소유권 지배, 경쟁 

정책, SMEs 기업에게의 보조 

 FDI Policies 

(FDI 정책) 

완화한 가입, 소유권, incentives,  

access to inputs, transparent and 

strong 정책 

다국가 기업 

(MNEs)의  전략 

 Risk Perception 국가 위기 취득(Perception of 

country risk), 정치적 소요의 기반 

(based on political factors), macro 

management,  labor markets, policy 

stability 

 Location, 

sourcing, 

integration 

현지에서의 기업 전력 (Company 

Strategies on location, sourcing of 

products/inputs, integ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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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현지화, 소싱, 

가입 등 등) 

affiliates, strategic alliances, 

training, technology 

출처: Lall (1997) 

 

제 2 절  가설 

     논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가지 가설을 세워보았다.  

H1. 베트남  남부 지역 (The South of Vietnam)에서 한국 FDI 를 더 많이 

유치한다.   

     1954 년,  디엔비엔푸 (Dien Bien Phu) 전쟁에 패한 후에,  프랑스가 

저네버(Geneve)  협정에 따라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 해주고, 광빈(Quang Binh) 

성에 위치하는 벤하이 (Ben Hai) 강은 베트남의 두 지역 (북부와 남부)을 

나누는 선으로 선정되었다.  그 당시에 군사 집중 지역을 형성할 목적으로 

하 을 뿐이며, 토나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었다.  1956 년 총 선거를 

통하여 다시 북부와 남부를 하나로 통일시킬 작정이 다.  

    그렇지만 1956 년도에, 미국의 지원으로 베트남 공화 (남부정권) 대통령인 

Ngo Dinh Diem (응오 딩 예임)는 총선거를 거절하 고, Ben Hai 강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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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와 남부는 계속 나뉘어져 있었다.  북부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사회주의로 

발전하 고, 남부는 미국의 지원으로 자본주의로 발전하 던 것이다.  

     한국반도도 1945 년부터 38 parallel 에서 북부 (북한)와 남부 (대한민국)로 

나뉘어져 있다.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러시아에게 부속하고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방향으로 발전하며 

미국에게 부속하 다.  베트남은 완전 통일 되기전에 정치면에서 대한민국과 

북한과 같다.  1986 년도  “도이머이”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하며 전국적으로 

FDI 를 유치하 으며, 한국의 FDI 는 남부지역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베트남 남부 지역과 한국 간에 정치, 문화, 역사 면에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북남  분리하는 23 년동안  자본주의로 발전한 

남부지역이 개방 정책을 실행하 기에 아주  활발하고 Dynamic 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도 남부 지역에 한국 FDI 를 유치하는 이유가 된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재의 남부 지역은 한국 FDI 를 비롯한 

여러 외국인 FDI 를 유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H2.  1 인당 GDP 가  높은 지역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국 FDI 를 많이 

유치한다.  

이론적 배경부분에 언급하던 것과 같이, Dunning 의 Eclectic 논리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FDI 흐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시장규모는 1 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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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로 측정되며, 1 인당 GDP 가 높으면 높을수록  FDI 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본 논문의 가설은  여러 투자 분야 중에, 1 인당 GDP 높은 

지역에 한국 FDI 가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는 체류 

서비스, 음식, 여행, 금융, 보험, 은행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표 3>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FDI 분야에 따른 구분  

순서 분야 투자자금액 (USD) 비률 (%) 

1 제조, 생산 10,566,855,603 46.7 

2 부동산 6,566,855,022 28.4 

3 건설 2,366,946,676 10.5 

4 서비스 1,884,878,327 8.4 

5 기타 분야 (농업, 임업, 수산, 

기술과학,  교육 등) 

1,346,341,662 6 

 총 22,599,999,027 100 

출처: 투자 – 계획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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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당 GDP 가 높은 지역에 FDI 서비스 분야를 많이 유치하는 요인이 바로 

구매력(purchasing power)이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1 인당 GDP 가 높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구매력(purchasing power)이 더 높다는 것이다.  

표:  1 인당 GDP 과 서비스 분야 점유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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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공업단지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제조 생산 분야에 한국 FDI 를 

많이 유치한다.  

      제조 생산 분야의 특정이 공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땅을 많이 필요로 

하며 전기, 수도 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또한 생산 제조 과정을 

통하여 생기는 폐기물,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단지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공업단지가 거주지역과 분리되어 건설하게 되며 전기, 수도 

시스템이 완비 되어 있고, 폐기물 및 폐수 처리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마다 공업단지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에 제조, 생산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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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업단지 수량과 제조/생산 기업 지역선택의 관계 표현 

 

 

      공업단지의 수량과 제조 생산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비율에 깊은 관계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 (correlations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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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한국 FDI 지역 선택은 그 지역의 자원, 원료 유효성 (availability) 및 그 

지역의 FDI 유치정책으로 인해 결정된다. (The location choice of Korean FDI is 

determined by the availability of natural resources or, material, and the policy on 

FDI attraction of that area) 

      FDI 결정요인 중 한가지는 경제적 조건이다.. 경제적 조건 중에는 자연 

자원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 경우,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이 발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산업이 발전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중 48%는 제조 생산분야에 투자한다.  제조 

생산 분야는 석유, 의류, 알루미늄, 보조산업,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Binh 

Duong (빈증)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생산 제조 분야의 투자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중에는,  Plastic 산업 및 Plastic 관련 산업이 57%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Binh Duong 지역과 인근 (Dong Nai)지역에서, 베트남의 

고무 관련 산업에 집중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자원이 있는 지역에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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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베트남 FDI 에 대한 총괄  

1. FDI 란?   

      국제 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 (FDI)란 "외국에서 

운용되는 기업에 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직접투자로서, 투자자의 목적은 

기업경 에 대한 실질적인 발언권 확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직접적인 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투자자 (외국인,  외국 회사, 외국 그룹)가 

외국계 지사에서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운 하고,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 4>:   베트남 GDP  (2000~2011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증가 

(%) 

7.8 8.4 8.2 8.5 6.3 5.3 6.8 6.3 

GDP 

(billion 

USD) 

45.3 52.3 61.0 66.2 70.3 73.4 118.5  

출처: ADB (아시아 개발 은행)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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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베트남  FDI 현황 

순서 국가명 프로젝트 수 투자금 총액 (USD) 

1 일본 1,692 24,727,952,427 

 

2 싱가포르 998 24,082,740,286 

3 한국 2,934 22,599,999,027 

4 대만 2,216 21,577,298,017 

5 British Virgin Islands 500 14,990,593,320 

6 미국 601 11,644,250,323 

7 홍콩 659 11,304,623,543 

 다른 나라 3,930 64,448,382,652 

 Total 13,530 199,703,267,764 

출처:  베트남 계획 – 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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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베트남 중점 경제 지역  

전국적으로 경제 발전, 지역 간 발전및 상호관계를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1997 년말과 1998 년초에 747/1997/QD-TTg, 1018/1997/QD-TTg, 44/1998/QD-

TTg 결정을 내리고 3 개의 국가  중점 경제 지역을 개발하 다.  이는 북부 

중점 경제 지역, 중부 중점 경제 지역,  남부 중점 경제 지역을 포함한다.  

<표 6>:  베트남의 중점 경제 지역 구성원 

중점 

경제 

지역 

초기 개발시 구성 

도시 

죄종 확대 개발시 

추가 구성 도시 

자연 – 사회에 대한  

기본 정보 

Leading 

도시 

북부 

중점 

경제 

지역 

5 개의 도시: Ha 

Noi (하노이), 

Hung Yen 

(흥이엔),  Hai 

Phong (하이 퐁), 

Quang Ninh 

(광닝), Hai 

Duong (하이 

즈엉) 

2 개 의 도시 추가:, 

Bac Ninh (박 닝), 

Vinh Phuc (빙 푹) 

면적: 15,277 km2 

(국가총면적 비교 

4.64%) 

인구: 14,466,800  명 

(2010 년기준),국가 

총인구 비 교 

16,64% 점유)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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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중점 

경제 

지역 

4 개의 도시: 

Thua Thien – Hue 

(트아 티엔  - 

후에), Da Nang 

(다낭),  Quang 

Nam (광남), 

Quang Ngai 

(광응아이),   

1 개의 도시 추가 

(2003 년도) : Binh 

Dinh (빙딩) 

면적: 27,879km2 

(국가 총면적 비교 

8.47%) 

인구:  6,150,300 명  

(2010 년기준),국가 

총인구 비교 7% 

점유 

다낭 

남부 

경제 

중점 

지역 

4 개의 도시 TP. 

Ho Chi Minh 

(호치민시), Binh 

Duong (빙즈엉), 

Ba Ria   - Vung 

Tau (바 리아  - 

붕따우), Dong 

Nai (동나이),  

3 개의 도시 추가 

(2003 년도) :  Tay  

Ninh (따이닝),  Binh 

Phuoc (빙프억), 

Long An (롱안) 

면적: 23,994.2 km2 

(총면적 비교 7.3%) 

인구: 16,012,700 명 

(2010 년기준) 국가  

총인구 비교,  18.4% 

점유 

호치민시

출처: 각 성의 인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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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점 경제 지역에 따른 부류  

지방 프로젝트 수 투자총액  (USD) 

북부 중점 경제 지역 

Ha Noi 538 4,636,255,937 

Hai Phong 37 971,956,787 

Bac Ninh 70 491,626,834 

Hung Yen 85 308,250,947 

Hai Duong 44 251,699,628 

Vinh Phuc 42 240,964,312 

Quang Ninh 10 75,490,000 

Total 826 6,976,244,445 

중부 중점 경제 지역 

Thua Thien Hue 6 72,380,000 

Da Nang 25 626,688,269 

Quang Ngai 7 724,900,000 



Page 34 

 

Quang Nam 8 88,161,000 

Binh Dinh 5 16,650,000 

Total 51 1,528,779,269 

남부 중점 경제 지역 

Ho Chi Minh City 762 3,390,584,601 

Binh Duong 447 1,322,805,209 

Ba Ria – Vung Tau 51 3,460,584,724 

Dong Nai 252 2,678,220,753 

Tay Ninh 45 226,235,670 

Binh Phuoc 50 200,691,000 

Long An 56 868,874,254 

Total 1,663 12,147,996,211 

TOTAL 2539 91,29% 15,920,784,998 

 

다른 지방 241 8.71% 936,348,580 

출처: 베트남 계획 – 투자부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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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베트남에서의 한국 FDI 현황 

1990 년부터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시작하 다.  현재, 

한국 FDI 는 베트남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95 개의 국가 중에, 한국은 3 위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06 년도에는 

한국 FDI 가 1 위로 기록되었다.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약 

50%)이 제조, 생산 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이다.  

FDI 프로젝트과 투자금을 살펴보면,확대된 하노이 (예전 하노이과 하따이 

성을 포함됨)에서 한국 FDI 투자금이 가장 많다.  프로젝트 수량은 호치민시가 

가장 많은  것(762 개로 기록되어있음)으로 밝혀졌다. 바리아 붕따우 성의 

경우, 프로젝트의 수량은 51 개밖에 안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큰 규모로 

투자하는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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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 FDI 지역별 점유률  

출처: 해외 촉진국 – 계획 투자부  

 

제 3 절 급성 경쟁력 지수 PCI (Provincal Competitiveness Index)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성급 경쟁 능력 지수라는 것은 베트남 

63 성 또는 시의 경제 관리 및 운 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9 개의 종류가 있으며  시장 가입 비용, 토지 접근 및 토지 사용 안정성, 명백성, 

시간적 비용, 성급 지도성 (province level leadership)  비정식 비용, 기업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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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노동교육, 법리 보조,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매년,  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와 USAID//VNCI (미국 개발 연구원에 속한 

베트남 경쟁 창의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해 왔으며, 성마다 점수(백점만점)와 

위치 (1 부터 63 까지)를 발표하고 있으며,  연초에 전년도의 PCI 지수를 

공고한다.  

      PCI 지수 를 진행하는 방법은 베트남 전국 63 개의 성, 또는 시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 (국 기업, 외국기업, 개인 기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 년동안 진행을 해왔으며 평균 7,000 개의 

회사의 답변을 받았다. 이 중 약 2,000 개의  외국계 기업들이 조사에 

참여하 다.  

       PCI 보고는 각 성 또는 시의 기관의 경제 운 과 관리에 대한 깊은 각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투자 환경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 PCI 지수과 FDI 지역 선택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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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모형 및 연구 방법 

제 1 장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베트남 중점 경제 지역의 구성원인 성, 또는 시의 특별값과 FDI 

지역선택의 관계에 대하여 고려를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선정하 다.  

성, 또는 시의 특별값을 연구할 때, 1 인당 GDP, 공업단지수량, PCI 지수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가설을 설립하 다.  

 

 

 

 

 

 

제 2 절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대한 상공회의소 (KCCI,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의 웹사이트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데이타를 

수집한다. 데이타는 기업명,  진출지역, 사업분야, 직원 수 등을 포함한다.  

1 인당 

GDP 

FDI 지역 

선택  

공업단지 

수량  

PCI  

지수  

H2

H4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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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베트남 PCI (Provincial Competiveness Index) (www.pcivietnam.org )  

웹사이트를 통하여 연도별, 지역별  PCI 지수에 대한 결과, 또는 PCI 지수를 

만든 성분지수 (기반시설  지수, 기업에게의 보조, 법리 절차, 긍정성, 

토지접근성 등을 포함)에 대한 통계정보를 모집하 다. 또는  성 별도의 

인민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나와있는 1 인당 GDP,  FDI 프로젝트수량, FDI 

투자금에 대한 데이타를 수집하 다. SPSS 프로그렘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여 

가설을 확인하 다.  

2. 주요변수  

종속변수:  

‐ 1 인당 GDP 과 FDI Flow 의 관계  (서비스 분야 의 기업) 

‐ 공업단지 수량과 FDI Flow 의 관계 (제조 생산 분야의 기업) 

독립변수:  

‐ 지역:  지역은 19 개의 성, 또는 시를 포함한다.  약자로 포현하 다.  

경제중점지역 성/시 약자 

북부 중점 경제 지역 Ha Noi (하노이) HN 

Hai Phong (하이 퐁)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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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 Ninh (박 닝) BN 

Hung Yen (흥 이엔) HY 

Hai Duong (하이 드엉) HD 

Vinh Phuc (빈 푹) VP 

Quang Ninh (광 닝) QN 

중부중점 경제지역 Thua Thien  Hue (트아 티엔 후에) TH 

Da Nang (다 낭) DN 

Quang Ngai (광 응아이) NG 

Quang Nam (광 남) NQ 

Binh Dinh (빈딩) DB 

남부 중점 경제지역 Ho Chi Minh City (호치민시) HC 

Binh Duong (빙 즈엉) BD 

Ba Ria – Vung Tau (바리아 – 붕따우) BV 

Dong Nai (동 나이)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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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 Ninh (따이 닝) TN 

Binh Phuoc (빙프억) BP 

Long An (롱안) LA 

 

‐ PCI: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지역별 경제 운 과 관리를 

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지수로 정의한다.  9 개의 성분 지수를 합친 

지수이며 1 부터 100 까지 결과가 있다. 더 높은 지수를 기록하는 

지역은  그 지역의 경쟁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되는 

19 개의 지역의 PCI 지수는 다음과 같다 (평균 PCI 지수) 

지역명 PCI 지수 지역 명 PCI 지수 

Ha Noi 하노이 57.5 Quang Nam 광남 63.16 

Hai Phong 하이 풍 55.13 Binh Dinh 빙딩 63.8 

Bac Ninh 박닝 63.15 Ho Chi Minh City 호치민시 63.38 

Hung Yen 흥이엔 58.38 Binh Duong 빈즈엉 70.595 

Hai Duong 하이 즈엉 55.815 Ba Ria – Vung Tau 바리아 – 

붕따우 

65.88 

Vinh Phuc 빈푹 64.315 Dong Nai 동나이 63.55 

Quang Ninh 광닝 60.795 Tay Ninh 따이닝 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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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a Thien Hue 

트아 티엔 후에 

61.695 Binh Phuoc 빈프억 58.12 

Da Nang 다낭 69.997 Long An 롱안 62.97 

Quang Ngai 

광응아이 

56.815   

출처: 베트남 PCI 측정을 위하여 전문 website  

3. 분석방법 

      연구 가설을 검증을 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다. 정보는 투자지역, 사업분야, 설립년도, 직원수 등을 

포함한다.  검증을 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수집한 후에,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에 언급하는 요소와  FDI 지역선택의 관계 분석을 

실시하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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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 증 연 구 

제 1 절  자료 수집 및 기초 통계 

 1990 년부터 2012 년 4 월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1,120 개의 한국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하 다.  본연구에,  KCCI website 를 통하여 약  400 개의 회사에 

대한 데이타를 수집하여 3 주 동안 분석을 진행하 다.  절반의 기업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작은 규모로 투자하며 약 50%는 

제조 및 생산 분야에 투자한다.  이어서 부동산 28%, 건설 10%, 서비스 9% 

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 기업들은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이 지리적인 위치,  기후,  

지역별 역사  등 여러면에서  경쟁우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중 57% 기업이 총 직원수(한국직원과 현지직원을 

포함)가 50 명미만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500 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은약  10.5 % 이다.  나머지 32.5%의 기업이  직원 수는 50~500 명이다..  

기업 내 한국직원의 비율은  66%의 기업에서 한국직원이 10% 미만 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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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과 

업종에 따라, 제조 또는 생산 분야에 활동하는 기업들은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집중한다..  다음 표를 보면, 공업단지를 표현하는 선과 

제조 및생산 분야의 기업의 비율을 표현하는 선은 거의 일치한다. 

<표 9>: 공업단지수량과 제조, 생산 분야 기업 점유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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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점유률
공압단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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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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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을 돌린 후, 같은 결과를 확인하다.   

Sig 지수가 .000 (<0.05)이며 correlations 지수가 .757** 나왔다.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에 제조, 생산 분야에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이 투자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 제조, 생산 분야의 한국기업들이 대부분 Ho 

Chi Minh City, Binh Duong, Dong Nai, Ha Noi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1 인당 GDP 과 서비스 분야 기업 점유률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연구결과가 보여주었다.  

<표 10>: 1 인당 GDP 과 서비스 분야 점유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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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 기업 점유율과 1 인당 GDP 가 관계 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Sig.지수가 0.001 를 나왔고 Correlations 지수 

0 .716**임으로 나왔다. 1 인당 GDP 가 큰 지역에 서비스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하는 것이다.   

      PCI 지수를 연구할 때,  PCI 는 지역별, 경제 운 과 관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해진 지수이기 때문에, PCI 지수과 FDI 지역선택이 관계있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하 으나 연구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PCI 지수는 FDI 

지역 선택에 큰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 FDI 는 1988 년부터 베트남에 진출하기 시작하 으며 현재 베트남 

경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2006 년도에 베트남은 WTO 에 가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회담을 끝낸 시기 다.  2006 년 이전과 이후로, 

한국 FDI 어떻게 변화 하 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 으며, 그 결과로 

진출분야가 제조 또는 생산에서 서비스 분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Correlations

1 .716**

.001

19 19

.716** 1

.001

19 19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Service

PCGDP

Service PCGDP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 t il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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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06 년 이전과 이후의 FDI 구조 변화 동향  

 

       위 표를 보면 2006 년 이전에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대부분이 제조, 생산 

분야에 활동하는 기업들이다. 60% 이상을 점유하며 의류, 화학, 석유, 신발, 

plastic, polymer 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이어서 부동산, 건설, 서비스이다.  

하지만 2006 년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6 년동안 한국 FDI 유입은 큰 변화가 

있었다..  당시 베트남 사회는 공업화 및 현대화의 과정 속에서 경제 구조가 

서비스  분야 기반으로  베트남은 공업국가가 2020 년까지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FDI 는 베트남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 과정과 같이 부동산 

분야도 주목할 만한 증가를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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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발견 

1. 2011 년도 이후, 베트남 지역별 FDI 정책 변경 

FDI 투자금 흐름이 베트남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별로 FDI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 분야와 상관없이 투자금을 

들어오게 만들었었다. 그 결과 작은 규모,  간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제한하기 위하여 2011 년도부터 지역별 

FDI 유치정책을 만들었다. 지역별 인민위원회, 및 계획투자부와 같이 회의를 

하여 지역의 특징, 투자환경, 자원, 경쟁우위를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지역별 정책을 알게 되면 한국기업들을 비롯한 FDI 기업들이 투자 

지역 선택하기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성/시 명 FDI 정책 

Ha Noi (하노이) ‐ 북부지역의 경제 중심, 베트남 수도로써 어려 

다양한 분야에 FDI 유력 (특히 부동산, 건설, 

서브시, banking, finances…) 

‐ 2010 년도부터 (하노이 확대 프로젝트)  신도시 

개발 FDI 프로젝트 유력 (아파트, 무역센터, 마트 

등) 

Hai Phong (하이 ‐ 제조, 조선, 호텔, Restaurant 산업에 FDI 투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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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 ‐ 2012 년부터: 농업, 수산 산업에 FDI  유력 

Bac Ninh (박 닝) ‐ 수출 목적으로 생산 FDI 프로젝트 우대  

‐ 2010 년부터: high tech 공업, modern 공업, clean 

공업, 혼경 오염에 향을 많이 주지 않는 산업에 

FDI 프로젝트 우대 

‐ 보조 공업, 지방의 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업에 

투자 우대 

‐ 주요 국가 파트너: 일본, 한국, 대만, 미국  

Hung Yen (흥 이엔) ‐ 공업단지에 FDI 유력 

‐ 섬유산업, 신발산업, 오토바이, 식품산업에 FDI 

프로젝트 격려.  

Hai Duong (하이 

드엉) 

‐ 건설분야에 FDI 투자 유력 

‐ 투자 자본금 많은 FDI 프로젝트, high tech 

프로젝트, 수출용 상품 생산 프로젝트,  지역 원료 

이용할 수 있는 공업에 FDI 투자 우대 정책.  

Vinh Phuc (빈 푹) ‐ 농업, 목축업 분야에 FDI 투자 우대 정책, 특히 

technology 적용하는 FDI 투자 우대.  

Quang Ninh (광 닝) ‐ 광산과 Maritime 경제에 대한 우위 있는 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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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야에 FDI 투자 유력 정책  

‐ 2012 년도: 관광, logistic, medical, 항구 분야에 

집중하다. 

Thua Thien  Hue 

(트아 티엔 후에) 

‐ 개발 중인 도시이라 부동산, retail 분야에 FDI 유력 

‐ 중부지역의 중점 경제 도시 목표  정부가 여러 

좋은 우대 정책 실행 , 다양한 FDI 프로젝트 유력 

격려 

‐ 일본, 미국, 한국, 싱가포르: 전략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음. 

Da Nang (다 낭) ‐ 부동산, 서비스분야 투자 우대 ( 도시화 과정 중) 

‐ 2012 년: 다공 high tech 단지에 FDI 투자 우대 정책 

( (토지 임대료 무료, 세금 할인 등) 

‐  

Quang Ngai (광 

응아이) 

‐ Dung Quat 경제 단지에 FDI 투자 우대, 경제 단지의 

기반 시설 개발 프로잭트 우대 정책.  

‐ BT, BOT, BTO contracts 으로 FDI 투자 프로젝트 

격려 

Quang Nam (광 남) ‐ 고도, 및 바닷가 유명함으로 광관 FDI 투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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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하지 않는 도시라서  주요 지역우위를 

Promotion 진행하여 FD 투자 유력 정책. 

Binh Dinh (빈딩) ‐ 개발중인 도시라 당양하게 FDI 투자 유력 (농업, 

engineering …) 

‐ 투자자 부르는 정책, 중요한 프로젝트에게 투자자 

선정 방법 진행,  

Ho Chi Minh City 

(호치민시) 

‐ 가장 발전하는 국가 경제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FDI 유력 (제조, 서비스, high tech, 건설, 부동산, 

banking, finance…) 

‐  

Binh Duong (빙 

즈엉) 

‐ High tech 공업에 FDI 유력, 국내 기업들이 

technology update 하기에 보조를 위한 투자 격려, 

supporting industry, 도시 개발과 함께 하는 공업 

개발 주장.  

Ba Ria – Vung Tau 

(바리아 – 붕따우) 

‐ 석유 공업, Heavy Industry (전기) 

‐ 2011 년부터 Logistics,  그리고 보주공업 (Supporting 

Industry ) 우대 정책   향구 시스템의 경쟁우위를 

발휘하여 지방 경재 재구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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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Nai (동 나이) ‐ 공업단지에 FDI 유력 (생산. 제조 분야에 FDI 투자 

우대 정책  

Tay Ninh (따이 닝) ‐ 호치민시와 접근하는 지역이라 주요 

공업단지에 FDI 투자  유력 (제조, 광산, 

농업원료…) 

‐ 2010~2015 정책: infrastructure 개발 투자, BT, PPP 

(Public – Private Partners) 형식으로 투자 격려 

Binh Phuoc 

(빙프억) 

‐ 토지 많고 깨끗한 지역이라 공업단지 개발 주장  

공업단지에 FDI 투자 유력 

‐ 고무, 다피오카 풍부한 지역이라 위 상품과 관련된 

생산 농업 FDI 투자 집중 

Long An (롱안) ‐ 일본과 한국: 전략적인 파트너로 봄  양 국가의 

FDI 투자 우대 정책 

‐ 공업단지 개발 주장  공업단지에 FDI 유력 정책 

‐ 2012 년도부터: high tech 분야, 보조 Industry 분야에 

FDI 유력 

출처: 각성/시 인민위원회, 베트남 정부 Website/ 각 성/시 인민위원회의 투자 

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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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간단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 투자가 하노이에 집중하고 있다.  2008 년도에 Ha Tay 성이 

하노이에 합병이 되었다. 현재 베트남 정부가 새롭게 하노이를 도시화 시키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10 년부터 하노이 확대 프로젝트를 

소개하 고 신도시 개발을 하는 실력있는 외국인 FDI 를 유치한다고 말했다. 

원래, FDI 구성 중에 부동산 분야가 1% 만 허가를 받았으나, 하노이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제공하 다..  

     나. High technology, supporting industry 분야에 FDI 를 유치하고 있다. 

2010 년 FDI 기업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서 아직도 FDI 기업들의 technology 

기준이 낮으며 국내 시장에 FDI 투자금이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왔다.  

수출을 할 목적으로 생산하며 생산과정에 필요한 중간상품들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아직도 국내 기업의 상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FDI 품질을 향상시기 위하여 High technology 분야에 우대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국내에 생산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공업에 

FDI 를 많이 유치한다. Binh Duong, Long An, Bac Ninh, Ba Ria – Vung Tau, Da 

Nang 성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개선되었다.  

     다.  항구가 있는 지역에서 Logistic 분야에 FDI 를 유치하는 정책이 있다. 

Hai Phong, Da Nang, Vung Tau, Ho Chi Minh City 지역에서, 항구에 대한 

경쟁우위를 발휘하기 위하여 Logistics 분야에 FDI 를 유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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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BT, BOT, BTO FDI 기업들이 Quang Ngai, Tay Ninh 성에 투자하라: 현재 

85%의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100% 외국인 단독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렇지만 BT, BOT, BTO 형식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Quang Ngai, 

Tay Ninh 지역에 투자하면 우대 정책을 받을 것이다.  

     마.  농업, 임업, 수산 분야에, Binh Phuoc, Hai Phong, Binh Dinh 성에 

투자하라:   농업, 임업과 수산업은 아직도 베트남 경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 임업과 수산에 대한 자원도 매우 풍부하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업, 임업, 수산 분야에 FDI 를 유치할 정책이 있다. 특히 

high techonology 를 이용하여 높은 생산력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를 필요로 

한다.  Binh Phuoc, Hai Phong, Binh Dinh 지역에 이 분야에 FDI 정책을 향하고 

있다.  

    바. Bac Ninh, Long An, Thu Thien Hue 지역이 한국 기업들을 권면하는 

것이다. 2012 년도부터, 국가별 지역에서 FDI 투자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전략적인 파트너를 정하며 그 나라의 기업들을 권면하는 정책이 있다. 

한국기업들이 Bac Ninh, Long An 성의 전략적인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2.  PCI 지수는  FDI 지역선택과 큰 연관이 없는 것이다.  

     PCI 지수를 연구할 때,  PCI 는 지역별, 경제 운 과 관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해진 지수라  PCI 지수과 FDI 지역선택이 관계있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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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하 으나 연구 결과를 나온 다음에, 반대로 나왔다. PCI 지수는 FDI 지역 

선택에 큰 향을 주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12>: PCI 과 FDI 지역선택과 관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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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 잘 보기 위하여평균의 FDI 선을 지속 올라가게 만들었다.  하지만 

FDI 를 표현하는 선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올랐다 내렸다는 

모양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두가지의 소요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을 하 다.  Sig.지수가 0.815 이며 

0.05 보다 다 크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내용이 불분명한 

것 같음] 

     3. VCCI 가 정해진 Infrastructure Index 과 FDI 지역선택에 큰 연관이 없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Infrastructure 가 FDI 지역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발표하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정한 

Infrastructure 지수와 FDI 지역선택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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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Infrastructure 지수와 FDI 지역선택과의 관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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뱡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시 확인을 한 결과,  Sig. 

지수는 0.196 로 나오고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을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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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1. 연구의 함의 

     현재 한국 FDI 를 비롯한 해외직접투자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 매우 큰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더 큰 향을 

받는다.  20 년 이상의 기간 동안, FDI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베트남 경제는 매일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화 과정도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1 년도부터 지역마다  그 지역의 자원 또는 경쟁우위를 

발휘할 수있도록 FDI 유치 정책을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FDI 투자는 더  

효과적이며 진출하는 지역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FDI 의 QUALITY 를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FDI 에 대하여 좋은 전망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  

    논문을 다시 돌아가면, 여러 통계 결과를 통하여  FDI 지역 선택에 대한 

요인을 밝혔다.  첫째는,  서비스 한국기업들에 지역별 1 인당 GDP 에 

달려있다.  1 인당 GDP 가  높으면 높을수록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 할때, 지역선택이 그 지역의 자원, 

원료의 유효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원 및 원료가 많이 집중된 지역이 높은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업단지의 수량이 많은 지역이 

제조, 생산분야의 FDI 를 유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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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을 통해 몇가지  Findings 있다. 첫번째,  PCI 지수가 한국  FDI 

지역선택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PCI 지수는 전국적으로 지역의 경제 

운 과 관리를 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큰 

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  베트남 정부가 정한 Infrastructure 

Index 는 FDI 지역선택과 깊은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2. 연구의 제한 및 제언 

     본 논문의 가장 큰 제한이 적용범위를 베트남에만 한정한 것이며 연구 

대상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 범위만 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러 

국가의 기업을 연구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연구하는 과정에 베트남에서만 정해진 특수 지수 (PCI 지수)에 

대하여 연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적용할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본 논문은  주요 3 가지의 경제 중심지역에서의 한국 FDI 에 

대해서 연구 하는 것이다. 하지만  19 개 성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의 

FDI 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대상을 넓혀 연구하면, 결과가 

보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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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LOCATION CHOICE –  

THE STUDY OF KOREAN COMPANIES IN VIETNAM MARKET 

Pham Thi Phuong Sen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conomy of Republic of Vietnam has been developing rapidly from the 

time of application of Doi Moi Policy in 1986 year. Like others count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s very important to Vietmam also. Till now, among the 

countries who have been investing FDI in Vietnam, South Korea is an important 

and strategic partner. Especially South Korea was recorded as the biggest investor 

of FDI field in Vietnam in 2006.  

      In order to develop the economy of the country, Vietnam gorvernment has 

divided the country into three central point economic area including The Nor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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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and The South. At present, Korean companies are investing in 44 provinces 

and cities of Vietnam and they are focusing on three central point economic area 

which it is sharing almost 85% of total FDI in whole Vietnam.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bove facts, I think there are the location choice determinants of 

FDI in Vietnam and I am going to reseach about the derterminants of FDI location 

choice via researching on 19 provices and city of there point economic area. 

Through research on special characters of point economic areas, Vietnam economic 

situation, and operating situation of Korean compnies in Vietnam, I set up the 

hypothesis and confirmed it again after running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 of my 

thesis showed that per capital GDP, Infrastruture (the number of industrial parks), 

and degree of regular have relation to Korean FDI location choice. On the other 

hand, the thesis also showed that PCI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which 

was decided by Vietnames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CCI), and 

Infrastructure Index did not have deep relationship to Korean FDI choice. This 

reseach result might become the useful document for Korean companies which have 

plan of investing in Vietnam and also help them finding the effective investing plan 

for success in Vietnam market.  

Key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Vung Kinh Te Trong Diem (Central 

Point Economic Area), FDI location choice, Korean FDI,  Chi so nang luc canh 

tranh cap tinh (Provicial Competitiveness Index) 

Student Number: 2010-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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