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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하청기업의 해외진출과정에서 초국적기업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진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초국적화와 현지화 과정을 착근성과 지

역 자산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저개발국가의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베트남 진출 한국 하청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7년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제조업

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나, 시기에 따라 투자 업종 및 지역의 차이가 존재

한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초기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권역에 의류・섬유 제조업 투자가 집중된 반면, 2000년대 중반부터 하노

이를 중심으로 하는 홍강 삼각주 권역에 전자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는 한국 전자산업 초국적기업의 베트남 북부지역 투자와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한국 전자산업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야기했다.

둘째,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은 생산비용절감, 시장기회 확보를 목적

으로 초국적기업과 베트남에 동반진출 하였다. 초국적기업은 하청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초국적기업은 현지에 안정적인 공급자 확보하였고, 하

청기업은 안정된 거래물량 확보 이점을 가졌다. 기업 간 관계 측면에서,

한국 초국적기업과 하청기업과의 동반진출은 기존에 구축된 생산 네트워

크가 베트남에 이식되었으며, 현지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개별 한

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은 초국적기업과의 동반진출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진출 시기 및 경로, 방식에 따라 유형화 될 수 있다.

셋째,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 활동의 현지화를 통해 베트남 지역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 부문마다 현지화율 정도에 차

이가 나타난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한국 기업의 현지화에 대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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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적절한 현지 공급자 부재 및 원청 기업과의 거래에서, 베트남인

은 한국 기업의 투자방식과 기업 활동 문화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생산비용 절감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순 생산직의

현지화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현지 역량을 가진 노동력과 베트남

기업 부재에 따라, 베트남 기업 및 인력이 고부가가치 부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을 통해 베트남은 경제의 고도화 및 지역

자산이 부분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나타난다. 한국 기업은 인적 자원

훈련의 장으로 역할하며, 한국 기업 종사자의 현지 창업과 현지인에 의

한 한국 기업인수는 베트남이 한국 전자산업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결론적으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은 기존에 형성된 초국적기업과의

기업 간 관계라는 네트워크 착근성을 바탕으로 초국적화가 나타났다. 베

트남 진출 이후 한국 기업활동의 현지화를 통해 한국 기업은 베트남에

영토적으로 착근되며, 그 과정에서 베트남의 경제 고도화 및 지역 자산

이 형성되어 나가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 경

제 발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연구대상을 초국적기업에서

하청기업까지 확장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 저개발국가의 정책 입안자는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있어 한국 기업 간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

책을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베트남, 전자산업, 동반진출, 한국 하청기업, 초국적화,

현지화

학 번 : 2017-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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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의 제조 기업들은 과거 해외 기업의 하청 생산에서 시작하여 연

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현재 글로벌 초국적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 지사와 해외 공장의

설립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초국적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

국 기업의 해외투자 초기 단계에서 그 투자 지역이 중국으로 집중되었으

나, 중국 내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 및 노동력 증가는 중국 내 탈 투

자화를 유도하여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시아로 이전이 가

속화되고 있다. 2008년 베트남 박닌(Bắc Ninh)성에 삼성전자가 진출한

이후 LG, 두산, 롯데 등 한국의 대기업과 연관기업의 동반진출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베트

남은 1986년 공산당 제 6차 대회에서 개혁개방정책(Ðổi mới) 노선을 채

택한 이후,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관심이 시작되었으며, 그 투자 규모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국은 2014년 이래로 2년

연속 투자 건수 및 총 투자 규모에서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의 제 1

투자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수가 2015년 말 기준 누적 4,970개의

프로젝트, 총 451억 910만 달러의 투자가 진행되었다.

최근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전자산업 부문에서 활발히 진행 중

에 있다. 한국 컴퓨터 산업의 하청관계에서 선도 기업은 물량의 신축적

조절, 하청기업은 안정적인 매출 확보라는 호혜적인 관계 속, 상호 분업

에 입각한 협력관계로 평가되기도 한다(정종암, 2000). 앞서 언급하였듯,

베트남 투자는 2008년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베트남 북부지역 투자 이

후 연관 기업의 동반진출의 특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 산업은 산업

내 기술 성격에 따라 생산과정의 단계적 분절화가 쉽게 나타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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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제 하청에 적합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선행 연구들

은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실증 연구에 있어, 그 분석의 대상을 한국

초국적기업의 내부 수직적 관계 혹은 기업 경영 성과에 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한국 제조기업의 생산 네트워크에서 높은 수준의 하청관계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분석함에

있어 그 분석의 대상을 초국적기업에서 하청기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존

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간극을 메우고자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초국적화와 현지화의 과정을 살피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경제고도화 및

지역자산의 형성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본 연구에서 초국적화는 국내 경계를 뛰어 넘는 활동의 과정

(Hofmeister and Breitenstein, 2008)으로써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생

산 및 연구개발활동의 해외이전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현지화는 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라 진출 지역에서 인력, 생산, 연구개발 활동 등의 기업 활

동 전 분야의 현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기업 활동 과정에서 지

역 사회 및 현지 기업과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쳤는가?

2018년 현재 한국과 베트남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는 한국 기업의 지

속적인 베트남 진출에 따른 결과물이다. 1990년부터 시작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역사를 산업 및 업종별・투자자규모별・투자지역별 나누어

분석하여, 종합적인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특성을 도출할 것이다.

둘째,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1990년대부터 한국 초국적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자 저개발지역으로 해외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

의 해외투자과정에 있어 초국적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기업 간 관계의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바탕

으로 한국 하청기업의 초국적화 과정을 유형화할 것이다.

셋째,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을 통해 베트남은 산업고도화 및 지역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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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할 수 있는가?

저개발국가는 선진국 초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발전 및 기

술습득을 도모할 수 있다.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 활동을 부문별

로 구분하여 베트남 기업 및 현지인의 참여정도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고찰할 것이다. 이후 한국 기업 활동이 베트남의 지역자산 형성의 맥락

에서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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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베트남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 권역에 진출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베트남 북부지역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홍강 삼각주 권역은 하노이(Hà Nội)시를 중심으로

타이빈(Thái Bình)성, 남딘(Nam Định)성, 닌빈(Ninh Bình)성, 하남(Hà

Nam)성, 빈푹(Vĩnh Phúc)성, 박닌성, 흥옌(Hưng Yên)성, 하이즈엉(Hải

Dương)성, 하이퐁(Hải Phòng)성 일대를 의미한다. 홍강 삼각주 권역은

한국 전자산업 대기업에게 있어 글로벌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삼

성전자는 박닌성(2008년), 타이응우옌(Thái Nguyên)성(2015년)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며, LG전자는 2015년 하이퐁성 공장으로 기존 흥옌성

공장을 통합・이전하여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생활가전 및 TV 등을 생

산하고 있다. 2010년대를 접어들며, 한국 전자산업 중소기업 역시 한국

대기업과 함께 동반 진출하며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베트남

남부 호치민(Hồ Chí Minh)시 역시 TV・생활가전을 생산하는 한국 전자

산업 대기업의 생산 공장이 입지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전자산업은

스마트폰 생산과 관련된 기업 네트워크를 사례로 하였기 때문에 남부지

역을 제외하였다. [그림 1-1]은 본 연구의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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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지역도

1969년 시행된 전자공업진흥법에 따르면, 전자공업이란 전자관・반도
체 등을 사용하여 전자운동의 특성을 응용하는 기계・기구(전자기기)와
이에 주로 사용되는 부품 및 재료를 제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

의 대상이 되는 전자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로 살펴보자면, 대분

류(B. 제조업) 중분류(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업) 소분류(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세분류(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선 전자산업 부문에

종사하며 베트남 북부지역에 투자하여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한

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한국 모기업의 해외지사 혹은 법인

의 형태로 베트남에서 현재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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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기업에 등재되어 있는 1・2차 하청기업으로 선도기업의 공급자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질문을 도출하는 과정 및 한국 기

업으로부터 도출된 연구 결과를 보완 및 검증하기 위하여 현지 대학 교

수, 한국 기업인 연합회, 기타 관련 기업 종사자들 역시 본 연구의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 1-1]은 본 연구자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대상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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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직종 / 직급 지역 기타

A 베트남 베트남 국립 대학 교수 하노이 경영학 전공

B 베트남 베트남 국립 대학 교수 하노이 경영학 전공

C 한국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 하노이 대기업 임원 출신

D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하노이

E 베트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원 하노이

F 베트남 한국 초국적기업 사원 박닌 구매팀

G 한국 한국 초국적기업 사원 타이응웬 베트남 파견근무 경험

H 한국 前 한국 초국적기업 사원 박닌 환경안전

I 한국 한국 1차 하청기업 법인장 하이즈엉 전자

J 한국 한국 1차 하청기업 법인장 훙옌 전자

K 한국 한국 2차 하청기업 법인장 박닌 전자, 대기업 임원 출신

L 한국 한국 2차 하청기업 법인장 박닌 전자

M 한국 한국 2차 하청기업 법인장 박닌 전자

N 한국 한국 2차 하청기업 법인장 하노이 물류

O 한국 한국 2차 하청기업 사원 하노이 전기/시설

P 한국 前 주방용품 생산공장 법인장 하노이 현재 사업 구상중

Q 한국 원재료 공급 기업 법인장 하노이

R 한국 한국 건설기업 사장 하노이

S 베트남 일본계 기업 사원 하노이 한국 하청기업 근무 경험

T 한국 싱가포르 공단 사원 하노이

U 한국 한국 투자컨설팅 기업 사장 하노이 대기업 임원 출신

[표 1-1] 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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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에서 발행하는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및 한국 및 베트남 통

계청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선행 연구와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의 역사 및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시공간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초국적화와 현지화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

여 2018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선 현

지 대학 교수, 한국상공인연합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무자 그리

고 베트남에서 장기간 거주한 교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 질문을

수정・보완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행하는 해외진출 한국기

업 디렉토리와 한국상공인연합회에서 발행하는 베트남 중북부 한국기업

디렉토리에 등재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응신한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현지

교민과의 개인적 연결을 통해 베트남 진출 한국 전자산업 기업에 근무하

고 있거나 혹은 근무경험이 있는 6명의 사원들과의 추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2018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개최

된 REED 주관의 베트남 제조업 박람회(Vietnam Manufacturer Expo

2018)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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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주제와 연구분석틀을 도출한다. 경제

지리학 분야에서의 착근성(embeddness)와 지역자산(regional asset), 기

업 활동의 초국적화(transnationlization), 현지화(localization) 개념, 한국

기업의 초국적화 및 현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

로, 착근성 개념이 기업 활동의 초국적화와 현지화에 미친 영향과, 기업

활동의 현지화 과정 이후 유발된 지역자산의 형성과 지역발전의 가능성

을 조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우선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

자 동향을 시기별・투자자규모별・산업별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산업적・공간적 특성을 도출 할 것이다.

4장에서는 베트남 진출로 나타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초국적화

과정을 분석한다. 제일 먼저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초국적화를 유발

한 거시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며, 한국 전자산업 초국적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청기업의 초국적화와 이후 나타나는 기업 간 관계 변화를 분

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출 시기・공간적 관점에서 한국 하청기업의

해외진출을 유형화 할 것이다.

5장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현지

화의 현황 및 현지화 정도의 원인 차이를 살펴본다. 이후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현지화를 인적자원, 생산 원재료 및 소싱, 연구개발의 측면으

로 나누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통해 형성되

는 베트남 지역 자산의 형성 및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의 논의내용을 요약한다. 그리고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정책적 의의와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과 발전방향을 제시

한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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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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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및 분석틀

제 1 절 착근성과 지역자산

1. 착근성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는 초국적기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 형태로, 기존 초국적 기업은 수직적 통합

을 통해 자기 완결적인 조직구조를 지닌 것에서 하나의 가치 사슬을 구

성하는 기업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Morrus,

2000).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는 초국가적인 경제활동을 벌이는 초국

적기업이 단순히 하나의 행위자가 아니라, 초국적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하청기업, 개별 국가의 중앙 및 지방정부, 현지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도록 네트워크로 존재한다. 기존 초국적기업은 기업 내부의 네트

워크에 치중하였다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는 다국적기업 내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경을 뛰어 넘는 초국적기업 외부 기업과의 관계, 하

청업체,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와의 합작 투자 및 초국적기업의 해외 지

사, 다국적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

다(Ernst and Kim, 2002; Durukan and Pamukcu; 2011).

착근성(embeddedness)은 사회학자 Polanyi(1944)의 개념에서 시작하

고 있으며, 착근성의 본질에는 거래관계를 갖는 기업의 경제적 행동과

결과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을 의미한다

(Grabher, 1993). 즉, 착근성은 공간적 성격을 내포하는 개념이며, 과거

산업지구 및 산업클러스터의 실증 연구들에서는 경제 행위의 국지적 착

근성을 강조하였다(박삼옥, 2006).

Hess(2004)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착근성의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이

를 사회적 착근성(societal embeddedness), 네트워크 착근성(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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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ness), 영역적 착근성(territorial embeddedness)으로 구분지었

다. 사회적 착근성은 Polanyi의 착근성 개념과 제일 유사한 것으로, 기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착근성은

개인 및 조직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관계적 측면에서 기반

한 개인적 착근성과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의 착근성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토적 착근성은 행위주체들이 특정 영역이나 장소에 착근된

정도를 의미한다.

신지역지리학자들은 영토적 착근성을 지역이라는 하나의 스케일에 고

정되게 분석하였으나, 일부 경제지리학자들은 다스케일의 관점을 도입하

여, 영토적 착근성을 국지적, 지역적,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 할 수 있었

다(Coe et al., 2004). 실제 생산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착근성을

분석함에 있어, 기업 활동의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영토적 착근성이 항상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이 특정 장소에 착근됨에 따라, 장소적 이

점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착근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사

회적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Hess, 2004).

네트워크 착근성은 국제적인 공간 분업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네트워

크 착근성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분업은 시간에 따라 다시 입지가 재조

정 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지역의 경제 흥망성쇄가 변형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리콘 밸리나 대만 신주는 네트워크 착근성에 의한

기업의 이전과 투자 지역의 발전으로 나타난 좋은 사례이다(Park, 2005).

결국 네트워크 착근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이전이 나타나고, 현지사회에

서 일부 영토적으로 착근된다. 이후 영토적 착근이 달성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착근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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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고도화와 지역자산

초국적 기업 활동이 나타나며 형성되는 새로운 기업 간 관계를 통하

여 개별 기업 및 국가 산업은 각자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구조

및 산업의 고도화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현지 기업이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되면서 나타나는 지역 경제의 긍정적 연계는

공급 네트워크에서 현지 기업이 어느 역할을 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작

용한다(Dicken, 2011). 초국적기업과 현지 기업과의 연계 과정에서 현지

기업은 기업 간 관계를 통해 기술의 변화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나타

날 수 있으나, 실제 현지기업과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는 다소 제한적으

로 발달함이 지적되기도 한다(Giround and Mirza, 2006).

그러나 현지 기업이 선진국 초국적기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발

전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산업 고도화

(upgrading)이다. 산업 고도화는 ‘기업이나 국가 경제가 역량을 개선해서

더 수익이 큰 영역, 즉 기술적으로 복잡한 자본집약적이고 숙련집약적인

경제활동으로 이동하는 것’이며(Gereffia, 1999; 51-52). 구체적으로 공정

고도화(Process upgrading), 제품 고도화(product upgrading), 기능 고도

화(functional upgrading), 부문 간 고도화(inter-sectoral upgrading) 4가

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Humpherey and Schmitz, 2002). 공정 고도

화는 진보된 기술 또는 나은 생상 공정 조직을 통하여 산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투입의 전환을 의미하며, 제품고도화는 보다 복잡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 라인을 지향한 다각화를 의미한다. 기능 고도화는 새로운 기

능을 취하는 것을, 부문 간 고도화는 상이한 부문으로 이전하기 위해 특

정 사슬 기능에서 획득된 지식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적 고도화

에 새로운 형태로 사회적 고도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좋은 일자리

고용을 활성화하고 근로 기준을 주수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

이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가 항상 사회적 고도화를 형성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초국적기업에 의한 산업고도화 및 지역자산의

형성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저개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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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국지적인 산업의 생산 네트워크나 착근된 기업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화의 시작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박삼옥, 1999).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초국적기업 투자는 국지

적인 연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와의 조직적 착근

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있어 선진국의

기업 간 관계라는 네트워크적 착근성은 개발도상국의 지역자산을 형성하

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의 시작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자산(Regional asset)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전 조건으로 묘사

가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적경제의 효과, 지역 내 기술 및 노동

력, 지역 기업들의 역량들의 총체적인 유무형의 자산이다(Coe et al.,

2004). 지역 자산은 지역의 내생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스스로 작용 할

수 있으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내 초국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필요성

과 일치할 때 그 효과가 더 크다(Coe and Hess, 2011). 결국 글로벌 생

산 네트워크과 지역 자산 간의 전략적 연계(strategic coupling)가 지역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가치가 창출되고, 기존 가치가 강

화되며 가치를 포획할 수 있게 된다(Coe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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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업의 초국적화와 현지화

1. 초국적화

기업의 초국적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 문헌에서 초국적화를 어떻

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국적화(transnationalization)는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유사한 개념을 바

탕으로 상호 호환적인 용어로 활용되기도 하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이

들의 차이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Al-Rodhan and Stoudmann(2006)는

Wallerstein(1964)부터 2005년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 및 비 인간

의 활동의 초국적, 초문화적 통합의 배경 및 과정을 가로지르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정의하였다.

이에 비해 초국적화의 정의는 사회학적 연구에서 세계화의 과정에 보

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국적화는 하나 이상의 국경을 뛰어 넘는 경제

적, 사회적 조직 및 조정 활동(Djelic and Quack, 2008)으로 정의되는데

Hofmeister and Breitenstein(2008)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초국적화를 국

내 경계를 뛰어 넘는 활동의 과정으로 묘사하며, 세계화가 초국적 활동

에 따라 파생된 영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국적화가 유럽, 북미, 아

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초국적화의 영향력은 전 세계를 상대로

나타나는 이주 및 경제적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Delanty and

and He, 2008).

실제 기업 및 경제지리학 연구에서 초국적화는 주로 초국적기업

(transnational corporations) 또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 초국적기업은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자회사를 소유하

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의 회사들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Dicken, 2011)으로 묘사되는데, 현대 경제공간의 대 통합이라는 시

대적 흐름은 초국적기업이 핵심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학자들은 기업의 해외투자 동기를 유형화 하고 있으며,

Dunning(2000, 2003)은 해외투자의 동기를 시장지향, 자원지향, 생산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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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전략적자산지향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시장지향의 경우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현지국의 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른 시장에 진출하

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Brakman and Van

Marrewijk, 2008). 자원지향의 경우 가스와 석유와 같이 투자 지역 특유

에 국지화된 자원의 획득 목적으로 기업의 해외투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다. 생산효율지향의 경우 기업의 해외투자가 생산 비용 절감의 목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지국의 노동력 및 조세혜택, 자본 등

의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생산효율지향의 사례들은 개

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로의 해외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에서 나타나는 임금의 상승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마지막으로 전략

적자산지향의 경우 기업이 특정 국가나 지역의 역량을 습득하고자 할 때

나타나며, 이는 다른 선진국의 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중소기업의 초국적화는 일반적인 기업의 초국적화 과정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Fujita(1998)는 다양한 국가의 중소기업의 초국적 투자

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며, 우선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기반임

을 강조하였다. 해당 중소기업은 현지 내수 시장 기회 추구, 해외진출에

다른 지역 내 경쟁 우위의 강화 및 제 3국으로 수출 기반의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자 초국적화를 이루게 된다. 앞선 Dunning(2003)의 기업 초국적

화 투자동기와 비교하였을 때, 중소기업은 전략적자산의 목적보다는 시

장지향 및 생산효율지향의 목적이 나타난다.

시장지향 투자동기를 지닌 중소기업들의 경우 진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시장 진출 시기에 따라 선도자(first mover)와 추

격자(follower)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은 선도자가 시장 확보라는 측면에

서 더 큰 이익을 기대된다(Qian and Lee, 2007). 그러나 중소기업은 해

외투자에 필요한 현지 특유의 정보 탐색, 신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연구개발활동과 같은 핵심 역량을 잃지

않고자 항상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또한 이들은 신

규 시장 정보 습득에 있어, 효율성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외부의 협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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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고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업 외부관계를 활

용하는 것은, 영토적으로 착근되지 못한 지역에서 네트워크 착근성을 통

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초국적기업에서는 초기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기업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초국적기업이 가지고 있던 생산 네트워

크를 통째로 이전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Mair et. al.(1988)는 일본의 자

동차 생산 기업이 북미 대륙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기존에 행해

지던 고유의 독특한 생산체계인 적시생산(JIT; Just-in Time) 방식을 도

입하여 성공을 이끌어 냈다고 분석하였다. 처음 일본 기업이 북미 진출

을 시도하였을 때, 적시생산방식은 일본 국민의 특성과 기업 문화가 반

영된 것이기 때문에 노조의 세력이 강한 북미 대륙에서 쉽사리 적용 될

수 없다는 비판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초국적기업은 북미 진출

과정에서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였던 1982년 이전에 자동차 수리 부

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 시설을 현지에 이미 건설하였고, 자동차 조립

공장이 설립된 이후 수리 부품 공장을 제품 조립에 필요한 부품 생산으

로 활용하여 적시생산방식에 필요한 연관된 기업 구조를 구축해 놓고 활

용하기도 하였다.

2. 현지화

본 연구에서 현지화(localization)는 초국적화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

존 경영학 및 경제지리학 연구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Perlmutter(1969)는 생산, 판매, 인력, 원자재 조달, 마케팅, R&D 등 기

업 경영활동의 주요 부문을 현지에서 수행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현지 기업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Gates and

Egelhoff(1986)는 현지 자회사가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의 정도로 현지화

의 개념을 이해하였으며, Rosenzweig and Nohria(1994)는 현지기업 경

영방식과의 유사한 기준에 근접하는 정도를 현지화로 정의하였다.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이광철(1994)은 생산, 인사, 연구개발, 마케팅 등 경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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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능의 현지화와 자회사의 자율권 정도의 측면에서 정의하였고, 김효

율․이찬근(1995)은 현지화를 해외시장에 진출해서 현지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현지에서 창출한 영업성과를 재투자하여 현지 사

회에 공헌함으로써 현지기업으로 정착하겠다는 국제경영전략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박의범․김은주(2002)는 현지 사회를 위한 경제적 공헌 외

에 기술이전, 인재육성, 현지사회와의 교류와 조화, 환경자원의 보존, 문

화적 공헌도를 통하여 현지사회와 공존공영을 실현해 나가는 모든 과정

을 총괄하는 의미로 설명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서민교·김희준(2014)은

기업의 현지화를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서 생산, 인력, 마케팅,

R&D 등 기업 활동 전 분야에서 현지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현

지 사회와의 정보공유와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현지국

의 기업이 되어 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현지화의

개념은 단순히 생산 측면에서 나타나는 협조 및 융화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정보공유나 문화교류의 측면까지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실제 기업 활동의 현지화는 아래의 5단계를 거쳐 나타나게 된다(전경

련, 1994). 1단계에서 무역회사를 통한 수출에서 벗어나 해외 지사를 설

립함으로써 현지에 대한 직접 판매를 나서는 수출 마케팅 단계이다. 이

후 2단계에서 해외 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 간 경쟁의 심

화로 현지 판매 전담 법인을 설립하는 현지 마케팅 단계이다. 3단계에서

는 대내・외적 조건 변화에 따라 나타난 해외 시장 위협으로 인해 현지

생산 단계이다. 4단계를 거쳐 현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연구 개발

활동의 현지화가 나타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생산 및 판매 뿐만 아니

라, 기업 활동 전 영역에 걸친 완전한 사업단위로서 나타나는 현지사회

와의 융화를 의미한다.

기업 활동의 현지화를 이해함에 있어 Vernon(1996)은 거래비용을 최

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

다. 생산비용관점에서 보면 기업특유의 이점(ownership advantage)은 현

지특유의 이점(location advantage) 과 결합될 때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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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Itaki, 1991), 이에 따라 기업은 경영 방식의 현지화가 불가피

해진다.

초국적기업의 본사는 재정, 소유권, 연구개발, 기업전체의 장기적 계획

의 수립 등 핵심적인 전략분야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하지만, 현지 내 마

케팅, 인사, 조직, 생산전략과 같은 부문의 의사결정은 현지 자회사에게

위임하기도 한다(Sim, 1977; Euh and Min 1986). 이에 따라 동일 초국

적 기업 내 자회사라 할지라도, 개별 자회사마다 현지화의 방식이나 현

지화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업의 현지화는 경제지리학 연구에 있어서 투자 지역의 발전 문제와

도 연결지어 해석되기도 한다. 과거 초국적기업은 저임금국가 및 지역으

로 생산설비를 이전하여, 현지의 저렴한 인건비로부터 나타나는 이익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제품 생산과 관련된 노하우 및

산업 기반 시설의 투자 없이 초국적기업 입장에서의 이익만을 추구하였

고, 그 결과 지역은 분공장경제(branch plant economy)의 폐해가 나타나

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활동의 현지화를 통해 초

국적기업과 투자 지역의 상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저개발

국가는 선진국 기업의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선진 기술의 탐색 및 기술

이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

는 정책이 존재하며, 이를 통한 선진 기술을 탐색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의 흡수를 추구하고자 한다.

현지 기업 입장에서, 초국적기업은 이들에게 제품 자체에 관련된 도

움, 제품 생산과 관련된 도움, 기업 조직적과 관련된 노하우, 제품 마케

팅 전략, 인사 관리, 재정지원, 구매 절차 측면에서 도움을 주며 양자 간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때 현지 기업의 혁신 능력의 개선과 경제 성장으

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Kumar and Subrahmanya, 2010;

Santangelo; 2008). 초국적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관계를 통해 나오는 낙

수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측면을 살

펴보기 위해 현지 기업의 제품 생산 활동에서 원재료 대비 최종 생성물

사이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생성되었는지, 새로운 기술적 혁신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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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허 자료 생성 들을 지표로 활용한다.

초국적기업의 해외 지사가 현지 기업과 기술을 교류하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국적

기업의 해외 지사와 현지 기업 사이에서 투자액이나 생산량과 같은 양적

인 측면 이외에도 양자 간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의 중요

성이 강조된다(Santangelo, 2008).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초국적기업

의 지방정부에 대한 협상력이 커짐에 따라 투자국과 현지 기업들은 협상

력을 잃게 되고 초국적기업에 종속적인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초국적

기업과 현지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투자국은 현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Lall(1998)은 지방정부가 현지 기업이 초국적기업의 하청 관계

에서 보다 고부가가치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성하거나, 기

업 간 활동에서 양자 간 상호 지니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여 산업 자체

를 개선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초국적기업의 해외 지사가 현지

기업에게 하청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초국적기업은 핵심

능력을 소실할 위험의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장기적인 계

약 생산을 하는 현지 기업들을 초국적기업이 직접 인수하여 초국적기업

의 외부 네트워크를 내부 네트워크화 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가격 보다 시장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Buckley and

Ghauri, 2004).

초국적기업의 해외 지사는 모회사와의 관계 이외에도 진출 국가에서

독자적인 현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Johanson and Mattsson,

1988; Ghauri, 1988), 이 네트워크에는 경쟁 기업, 진출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 다른 기관들이 포함되게 된다. 초국적기업의 해외 지사는 원재료,

생산요소 및 부품을 획득하기 위해 하청업체, 공급자, 유통업자, 도매업

자 등과 같은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다양한 관계를 발전시킨다. 이 과정

에서 현지 기업은 초국적기업의 해외 지사의 하청업체로 관계를 맺게 되

며, 이를 통해 현지 기업은 초국적기업 주도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Mey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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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기업의 초국적화와 현지화

한국 기업의 초국적화와 현지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영학 분야에서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이며, 그 분석 대상을 중국 진출 한국 초국적

기업으로 하고 있다(오중산, 2013, 오중산・이승규・김경태, 2008; 손병
규・민동권・최규상・오중산, 2009; Kim and Oh, 2011; Lee and He,

2009; 김어진, 2013). 한국 초국적기업의 초국적화와 현지화 관련한 연구

에서는 한국 기업 간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다.

Gereffi(2005)는 글로벌 가치 사슬 거버넌스 구조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 초국적기업은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위계형 구

조의 특성이 나타난다. 위계형 거버넌스 구조에서 상호간 비대칭적인 권

력관계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며, 하청기업은 초국적기업의 요구에 대항

하기 어려운 종속적인 기업활동의 패턴이 나타난다. 한국 초국적기업 내

부적으로 강력한 수직적 통합이 달성된 기업 내 계열사 간의 구조가 나

타났으며, 그 결과 초국적기업은 해외진출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동반진

출이 나타난다(Lee and He, 2009). 또한 초국적기업은 국제적이고 수직

적인 대량 생산 제조라인을 직접 보유하고, 부품 공급을 수직적 계열화

로 유지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김어진, 2013).

한국 기업의 초국적화나 현지화와 관련된 경영학 연구들은 한국 기업

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경영성과 차이를 중심 연

구 주제로 삼았다. 또한 일부 경영학 연구 및 그러나 경제지리학 학자들

의 한국 기업의 초국적화와 현지화 연구는 기업의 입지를 중심으로 설명

하고 있으며 생산 네트워크의 분화 및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강현수,

2003; 조성재, 2010; 이승철; 2007, 지현철・이승철, 2007; 최자영・이승
철, 2016; 이정윤, 2015; 왕붕 외, 2015; 왕설매 외, 2012).

한국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분화 및 변화에 있어, 한국 초국적기업의

위계형 거버넌스 구조가 하청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오

중산(2013)은 해외진출 한국 전자산업 및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한국

하청기업이 이들의 구매자인 초국적기업과 동반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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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기존 연구 구체적인 내용

비

재무적

지원

공급업체 교육 주재원에게 어학 직무 현지문화 교육

공급업체

부지 제공
저렴한 부지 임대료 공급

현지 공급업체

소개
현지에서 거래 할 수 있는 공급업체 소개

정보 및

노하우 전달
노하우 투자 주의사항 현지 지역정보 제공

재무적

지원

펀드를 통한 지원
동반성장 펀드를 통한 직접 지원

저금리 운영자금 대출 간접지원

직 간접적

대출 지원

운영자금 및 해외투자비용 직접지원

은행대출 금리 인하

기타
금형개발비 선지급

거래 담보 은행대출 간접지원

[표 2-1] 한국 초국적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식

였으며 이 과정에서 초국적기업은 하청기업에 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지

원을 하고있으며, 한국 특유의 경영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아래의 [표

2-1]은 오중산(2013)은 동반진출기업에 대한 한국 초국적기업의 지원 방

식을 인용한 것이다.

자료: 오중산(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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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진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초국적화와

현지화를 대상으로, 베트남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연구주제 1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나타

난 일련의 투자 역사를 투자자규모별・투자업종별・투자지역별로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특성이 도출될 것

이다.

연구주제 2에서는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초국적화 과정에서 나타

난 기업 간 관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해외투자 배경을 살펴보고, 이후 초국적기업과의 기업 간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이들의 해외진출 과정과 초국적화 이후 나타난 기업 간 관계의

변화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초국적화의 유형

을 구분한다.

연구주제 3은 베트남 진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현지화와 지역

자산 발달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의 현지화 요구와, 현

지화의 제한요소에 대한 베트남과 한국의 견해 차이를 살피고, 실제 각

기업 활동 부문에 따라 나타나는 현지화 정도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한국기업을 통한 지역자산의 발달 움직임을 살펴본다.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베트남 진출 과정을 조명하고, 한국 하청기업을 통한 지역자

산 형성 및 발달 움직임 탐색함으로써, 베트남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탐

색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주제와 연구분석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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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구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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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역사 및 현

황

제 1 절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역사

본 절에서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역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문

기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1992년 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기업

의 베트남 진출로 본격화되었으며(지현철·이승철, 2007), 섬유의복 하청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시작하여 건설업 및 유통업

부문으로 확대가 이루어진 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기전자 및 정보

통신 산업의 제조활동과 같은 기술집약적 부문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구

양미, 2017).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

과 베트남의 경제적 관계는 1992년 양국의 수교 정상화 이전부터 시작되

었다. 1986년 베트남은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대외개방 및 개혁정책을 시

행함으로써 기존의 중앙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며 경제발

전의 시작점으로 활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987년 ‘외국인투자법’,

1998년 ‘농업경제 및 경영체계 개편에 관한 정치국 결의 제 10호’, 1989

년 ‘개인 및 가구의 개발 육성에 관한 결의 제16호’, 1990년 ‘회사법’,

1990년 ‘민간기업법’ 등이 제정되었다(김수석, 2004). 이후 1990년 6월 외

국인투자법개정을 통해 양자간에만 허용되던 합작투자를 다자간에 허용

하며 외국자본의 투자 환경을 개선시켰다(연합뉴스, 1992년 4월 21일).

그리고 베트남은 해외 차관 도입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이

점을 가진 국가로 홍보하였고, 이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새로운 투

자지역으로 관심갖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내 인건비 상

승에 따라 생산비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제조기업의 대체 투자지역

의 탐색이 필요하게 되었다(김희준, 2009). 결국 한국 기업의 생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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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의 목적과 함께 베트남의 시장경제도입에 따른 외국자본 유치노력이

결부되어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기업의 초기 베트남 투자는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

역에 집중되었다. 1989년 8월 말, 베트남 호치민시에 개최된 베트남 추계

국제무역박람회에 9개 민간업체 대표 및 외무 상공부 관계자들이 관민

합동 경제 사절단을 처음 파견하였다. 이후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한국의

주요 16개 기업은 1990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서 개최된 베트남 춘계 국제무역박람회에 공식 참가하여 출품 및 현지

업체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연합뉴스, 1990년 3월 1일). 1990년 베트남

춘계 국제무역박람회를 통해, 자동차와 섬유기계, 농기계, 섬유, 가전 제

품류 부문에서 한국 기업은 총 893만 달러의 계약실적과 4,672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올렸다(연합뉴스, 1990년 5월 9일). 이후 1991년 베트

남 정부는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선경, 코오롱, 효성, 쌍용 등 8개

사의 베트남 호치민시 지사 설치 승인을 허가하였으며, 이 중 현대, 삼

성, 대우는 하노이 지사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였다(연합뉴스, 1991년 11

월 29일). 또한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4

개 한국 대기업 및 15개 한국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대 베트남 교역촉진

단이 파견되어 현지 업계와 수출 및 임가공 또는 합작투자 상담이 이루

어지기도 하였다(연합뉴스, 1991년 12월 28일).

1992년 당시 국내 건설업체들이 베트남 건설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이는 베트남 내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를 예측하였

기 때문이다(연합뉴스, 1992년 7월 23일). 또한 1992년 한국 기업의 베트

남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베트남 무역관광부 차관이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 중소기업 중심의 경공업 투자를 요구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1992

년 12월 19일). 1992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하노이시에서 베

트남 내 최초로 한국 상품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상공회의

소가 후원하여 한국의 8개 대기업(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 대우, ㈜

선경, ㈜ 쌍용 등)과 11개의 중소기업(세화, 대한광학기기, 신풍제약 등)

이 참여하였다(연합뉴스, 1992년 11월 11일). 1992년 11월 23일 호치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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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호치민 무역관이 개설되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거래, 그리고 진출 기업의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후 진행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국수출입

은행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으로 유입된 한국 기

업의 해외직접투자의 동향을 연도별・산업별・투자자규모별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서, 산업별・투자자규모별 세부

자료가 1990년부터 자료화되어 운용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석의 시기

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로 설정하였으나, 2018년 자료는 2018년 9월말

까지의 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었다.

또한 제3장 1절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와 2절에

서 사용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서 사

용된 업종・산업의 분류방식이 서로 상이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

자료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라 업종대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10개 대분류보다 더 세분화되었고, 분석

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자료를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의 기준대로 재분류하였으며, 결과는 [표 3-1]과 같다. 제조업의

중분류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25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7개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고자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업종 분류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 하였고, 결과는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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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1

차

산

업

농림수산업 농업, 임업 및 수산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광업 광업・자원개발업

2

차

산

업

건설업 건설・공사업

제조업 [표 3-2 참조]

3

차

산

업

물류업 운수 및 창고업

도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부동산제외),

개발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교육, 기타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사업
시설관리・사업지원,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숙박・음식점,
전문・과학・기술,

출판・영상・방송통신・정
보

기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N/A

협회 및 단체, 공공행정,

공기업

[표 3-1] 본 연구의 10대 산업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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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음식료 식료품, 음료, 담배 식료품

섬유・의복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 가방 및 신발

섬유·피혁, 의복·잡화류

목재・종이・출판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구

목재·가구·펄프·종이, 인쇄

석유화학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석유정제,

화학·의약

비금속소재 비금속 광물제품 비금속 광물

철강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

기계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계·장비

전기・전자・정밀
기기・부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자동차·자동차부품,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기타 기타 제품 기타 제품 제조업

[표 3-2] 본 연구의 제조업 10개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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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총 18,299

건으로 누적 투자 규모는 총 19,818,757,865 달러이다. [그림 3-1]은 산업

별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규모 및 제조업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막대그래프는 투자규모를, 꺾은선 그래프는 투자규모 대비 제조업 비율

을 의미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규모는 금융

위기의 여파가 찾아온 2009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

다. 2018년 9월말 기준, 한국 기업의 베트남 누적 투자규모 대비 2차 산

업은 총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3차 산업(23.3%), 1차 산업(12.2%)

순으로 투자비율이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누적 투자규모 대비

제조업은 전체의 61.7%를 차지며, 매년 전체 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

고 있는 비율은 절반 이상이다.

투자자규모에 따른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건수 및 투자 규모는 [그

림 3-2]와 같으며, 막대그래프는 투자 건수, 꺾은선 그래프는 투자 규모

를 의미한다. 한국 중소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투자자규모별로 살펴볼 때 누적 투자 건수 기준 중소기업의 투자는

11,497건으로 총 62.6%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대기업의 투자는 총 3,339

건으로 총 18.2%에 해당한다. 2002년 이후 개인 및 개인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 3,429건으로 총 18.9%에 해당한다. 그러나 투자자

규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투자건수와 투자규모가 정비례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투자건수가 가장

작았으나, 투자규모 기준 총 62.6%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총 32.9%를

차지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및 개인기업

의 투자 규모는 총 4.2%로 가장 미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제조업 투자 부문에서 각 투자자규모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3-3]과 같다. 전반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

업 투자 비율은 베트남으로 투자된 한국 기업의 제조업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며, 대기업은 이보다 낮은 경향이 유지되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경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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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산업별 한국의 대 베트남 규모 및 제조업 비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상세조회(http://211.171.208.92/odisas.html)

[그림 3-2] 투자자규모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건수 및 규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상세조회(http://211.171.208.92/odis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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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투자자규모별 한국의 대 베트남 제조업 투자 비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상세조회(http://211.171.208.92/odisas.html).

제조업 세부 업종별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규모는 [그림 3-4]에 나

타나 있다. 2018년 9월 말까지의 누적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이 전체 제조업 분야 투자의 37.1%를 차

지하고 있으며, 섬유・의복(28.7%), 금속(9.7%), 석유・화학(6.0%) 순으
로 나타난다. 각 시기별로 세부 제조 업종별 투자의 변화를 살펴보더라

도, 섬유・의복 및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제조업은 1990년 이래로

제조업 내 업종별 투자 1,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전자・정밀기기・
부품 제조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1993년, 1994년, 1995년)과 201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베트남 진출이 나타났던 반면, 섬유・의복 제조

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는 투자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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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제조업 세부업종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규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상세조회(http://211.171.208.92/odisas.html).

투자자규모에 따른 제조업 세부 업종별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규

모는 [그림 3-5]에 나타나 있다. 2018년 9월 말까지의 누적 투자 규모

기준, 전체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은 54.1%, 중소기업은 41.9%를 차지

하고 있다. 2004년 이전까지는, 제조업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차지하

고 있는 비율이 매년 변해왔지만, 2004년 이후로는 한국 제조 대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2018년 9월 말까지의 누

적 투자 규모 기준, 한국 제조 대기업의 베트남 투자에서 전기・전자・
정밀기기・부품 제조업은 40.2%를, 섬유・의복 제조업은 21.8% 차지하

는데 반해, 한국 중소기업은 각각 34.6%와 36.8%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규모자료와 결부시켰을

때, 1990년대 초반과 201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전기・전자・정밀기기・
부품 제조업의 대규모 진출은 한국 전자산업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밀

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는 전자산업 대기업의 베트남 투자 이후 나타

난 중소기업의 투자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 대우전자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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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삼성전자가 하노이 권역에 진출하였는데, 이후 한국 전기・전자・
정밀기기・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이래로 나타난 한국 제조기업의 업종별 변화 특성을 종합해보

면,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대기업을 중

심으로, 섬유・의복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

자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베트남 투자 초기 당시 섬유・의복을 포함

한 경공업 중심에서 2000년대를 접어들며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금속, 석유・화학 등 중공업 중심의 투자로 업종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림 3-5] 투자자규모별・세부업종별 한국 제조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 규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상세조회(http://211.171.208.92/odisas.html).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에 있어, 기술집약적인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업종의 변화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1월 베트

남 정당 결의안 No. 5-NQ/TW에서는 베트남 성장 과정에서 경쟁력 있

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표 3-3).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

치를 통해 베트남 내 산업구조의 재편 및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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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농업 부문 종사자의 비중 축소,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 참여를 위한 제조․가공 산업 경쟁력 제고, 관광업과 서비스

분야의 성장 도모 등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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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시

목표

▷ 물가상승률 매년 5% 이내로 유지

▷ GDP 대비 정부 초과 예산 집행 비율은 2020년까지 4%, 2030년

까지 3% 이내 유지

▷ 2016~2020년까지 정부 부채 규모 GDP 대비 65% 이내로 조정

▷ 향후 5년간 매년 5.5% 노동생산성 제고 및 2020년까지 전체 근

로자의 25% 직업훈련 인증 획득, 고용 인원 중 농업 부문 종사

자 비중은 40% 이하로 축소

전략적

우선

순위

▷ 국영기업 조정, 자본․통화 시장 균형개발, 주식․채권시장 등의

운영 메커니즘 완성

▷ 벤처캐피털, 소비자 신용대출시장, 공공투자 관리방안 개선

▷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양성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행정

절차 개선

▷ 부동산, 노동시장, 환경 문제 관련 법적 구조 완성

▷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를 통한 투

자 기회 확대 정부 투자는 핵심 경제 구역(특별경제구역과 스마

트 시티 등)의 핵심 인프라 투자에 집중

▷ 국제적 수준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과학기술 개발

강조

▷ 기술이전에 용이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하이테크 산업단지 및 기술

수입에 적합한 정책 개발

▷ 국영기업의 융자, 손실, 비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감시 체제 강화

▷ 정부 예산, 정부 부채, 공공투자 분야에 대한 효과적 관리

▷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적 농업 개발, 지역 농업 생산자

고유 브랜드 개발 및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

방 인프라 현대화 추진

▷ 효과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 참여를 위한 제조․ 가공 산업 경쟁

력 제고

▷ 2020년까지 관광업을 국가 경제 발전의 선봉으로 삼는 한편 금

융, 물류, 원유․가스, 항공, 보건, 컨설팅 등의 서비스 분야의 성

장 잠재성 발굴

▷ 민간 경제와 지역산업간 연계성 중시

▷ 국가 안보 보장 및 효과적 관리 체계 확보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

[표 3-3] 베트남 정당결의안 No. 5-NQ/TW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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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분포 특성

본 절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격년으로 발행하는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자료를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에서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업종

및 소재지, 종업원 수, 투자 형태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

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공간적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그러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일부 자료의 결손 등을 문

의한 결과, 본 자료에는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우선 해외진출 한

국 기업들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통계자료 구축 설문 조사에 응답해

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전수조사의 결과물이 아님과 동

시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일부 기업 역시 투자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로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

계처럼 매년 해외투자 건수 및 투자규모 집계되는 것과 달리,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의 자료는 다음 설문 조사과정에서 기존에 응답한 기업이

설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시

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기업의 단순 수의 변화를 바탕으로 업종을 분석하

는 것에 관하여 정보의 신뢰성이 보장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

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소재지를 성 단위로 집계한 통계자료라는 점에

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분포

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3-6) 2018년 기준 전

체 3,031개 기업 중 66.6%에 해당하는 2,020개 기업이 호치민시, 빈즈엉

(Bình Dương)성, 동나이(Đồng Nai)성을 중심으로 동남 권역에 집중하여

있으며, 잇따라 하노이시와 박닌성을 중심으로하는 홍강 삼각주 권역에

20.3%에 해당하는 617개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2015년 기준 동남부와

홍강 삼각주 권역은 전체 기업의 73.4%, 종사자의 72.1%, 자본의 82.9%

가 집중되어 있는 산업의 핵심 축으로 역할하며(구양미, 2017), 한국 기

업들 역시 해당 권역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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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분포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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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1996년 212개에

서 2016년 3,031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표 3-4). 2018년 기준, 베트

남 진출 연도를 제공한 2,326개 기업의 평균 진출기간은 10.7년으로, 전

체 기업의 48.3%에 해당하는 1,124개 기업이 2000년대에 가장 많이 진출

하였으며, 2010년대에는 이후 40.5%에 해당하는 1,029개 기업이 진출하

였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초기 당시 동남부와 메콩강 삼각주를 포

함하는 베트남 남부지역이 중심을 이룬 것에 비해, 2000년대에 접어들며

홍강 삼각주 권역과 동북 권역이 포함된 베트남 북부지역으로의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상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소계

홍강 삼각주 5 0 24 221 367 617

서북 0 0 0 0 0 0

동북 1 0 7 53 93 154

메콩강 삼각주 52 0 4 25 63 144

동남부 609 1 134 802 474 2020

북중부 0 0 0 0 3 3

남중부 36 0 1 22 21 80

서부고원 2 0 2 1 8 13

소계 705 1 172 1124 1029 3031

[표 3-4] 베트남 내 한국기업 진출 연도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2018)

2018년 기준 제조업은 3,031개 기업 중 총 58.6%인 1,775개가 진출하

였으며, 이후 서비스업(11.5%), 도소매업(10.0%), 건설업(9.8%) 순으로

나타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통적

으로 제조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기 건설 부문의

한국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바로 한국 대기업의

건설 계열사가 베트남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진출 초기 물류업

및 도소매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베트남 투자 진출 초기에는 대

기업 및 상사기업의 연락사무소 개소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이며, 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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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실제 1980년대 총 3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

었으며, 해당 기업들은 제조업 분야가 아닌 상사 기업의 현지 연락사무

소 형태로 진출해 있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2016).

1996 2004 2010 2016 2018

농림수산업 1 3 6 3 28

광업 1 3 3 2 6

건설업 16 17 81 112 296

제조업 123 186 730 864 1,775

물류업 8 22 78 67 148

도소매업 45 47 98 103 302

금융・보험업 8 10 20 25 47

부동산업 1 4 11 13 37

서비스업 9 11 148 130 349

기타 0 2 9 20 43

총 기업 수 212 305 1,184 1,340 3,031

표 3-5. 산업부문별 시기별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수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1996; 2004; 2010; 2016; 2018)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기업의 세부 업종을 살펴보자면([표

3-5]), 2018년 자료 기준 섬유・의복 제조 기업이 베트남 진출 한국 기

업 전체의 40.1%를 해당하고 있으며, 이후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18.0%), 기타(10.8%), 석유・화학(9.3%) 순으로 나타난다. 최근 전기 전

자 및 운송장비 산업 부문의 해외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이 된 것은 바로 2006년 이후 나타

난 베트남 개혁개발정책 3기의 특성과도 관련 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며,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탈바

꿈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부품 및 소재 산업 분야의 투자가 장려되고 있

다(왕붕・박준호・강명구, 2015). 해당 논의는 과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정리한 선행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 41 -

1996 2004 2010 2016 2018

음식료 4 2 17 16 13

섬유・의복 63 99 364 354 624

목재・종이・출판 4 11 44 40 89

석유화학 13 15 73 113 145

비금속소재 0 2 3 5 12

철강 9 18 36 43 61

기계・장비 7 4 39 38 105

전기・전자 11 19 50 105 280

운송장비 0 6 35 40 59

기타 12 10 69 110 168

총 기업 수 123 186 730 864 1,556

[표 3-6] 시기별 베트남 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세부 산업부문별 기업 수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1996; 2004; 2010; 2016; 2018)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산업별・지리적 분포를 살펴보자면, 개별 권

역은 특정 산업부문별로 특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표 3-7], [표

3-8]). 하노이시가 위치한 홍강 삼각주 권역과 호치민시가 위치한 동남

부에는 전 산업 부문이 모두 입지하는 것에 비해, 동북・메콩강 삼각

주・남중부 권역에는 제조업만이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 부문에 따라서

도 개별 지역은 특화된 부문이 상이한데, 홍강 삼각주 및 동북 권역이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반면 메콩강 삼각주

및 동남부는 섬유・의복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동북 권역은 두 제

조업 부문이 공존하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까지 푸토(Phú Thọ)성에

섬유・의복 제조 기업의 진출이 주를 이루다 2000년대 후반 타이응옌성

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제조 기업의 진출이 빠르게 증

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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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강

삼각주
북서 동북

메콩강

삼각주
동남부 북중부 남중부

서부

고원

농림수산업 0 0 0 6 14 0 1 7

광업 1 0 0 0 5 0 0 0

건설업 55 0 2 0 232 0 7 0

제조업 356 0 148 130 1,085 3 48 5

물류업 40 0 0 1 106 0 1 0

도소매업 47 0 1 2 248 0 3 1

금융・보험업 3 0 0 0 44 0 0 0

부동산업 8 0 1 0 24 0 4 0

서비스업 102 0 1 3 228 0 15 0

기타 5 0 1 2 34 0 1 0

총 기업 수 617 0 154 144 2,020 3 80 13

[표 3-7] 산업부문별・권역별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수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2018)

홍강

삼각주
북서 동북

메콩강

삼각주
동남부 북중부 남중부

서부

고원

음식료 3 0 0 2 8 0 0 0

섬유・의복 53 0 50 69 431 3 14 4

목재・종이・출판 3 0 5 6 73 0 2 0

석유화학 28 0 12 9 96 0 0 0

비금속소재 2 0 2 0 8 0 0 0

철강 8 0 7 2 43 0 1 0

기계 28 0 5 2 64 0 5 1

전기・전자 162 0 48 2 65 0 3 0

운송장비 7 0 1 5 42 0 4 0

기타 60 0 18 10 78 0 2 0

총 기업 수 354 0 148 107 908 3 31 5

[표 3-8] 제조업 부문별・권역별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수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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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중 한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였다

고 응답한 72개 기업의 산업 및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3-9]). 72개 기업은 평균적으로 진출한 지 9년이 되었다. 전체 72개 기업

중 79.2%에 해당하는 57개 기업이 제조업 분야였으며, 공간적으로는 동

남부(28개)와 홍강 삼각주 권역(18개)에 집중해 있다([지도 3-2]). 동남부

권역에 위치한 제조기업 중, 전자산업과 관련된 기계・장비, 화학・의약,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제조 기업이 12개인 것에 비해, 홍강 삼각

주는 18개 기업 중 16개가 해당한다. 홍강 삼각주 권역 내에서도 12개

기업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SEV; Samsung Electronics Vietnam,

SEVT; Samsung Electronics Vietnam – Thai Nguyen)이 위치한 박닌

성에 집중되어 있다. 베트남 내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산업

및 공간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2010년대에 접어들며 베트남의 전자산업

대기업이 입지한 북부지역으로 전자산업 제조기업들이 집적하고 있다.

홍강

삼각주
동북 동남부 남중부

제조업

전

자

산

업

기계・장비 4 0 4 0

화학・의약 2 0 2 0

전기・전자・정밀기기・부품 10 1 6 2

소계 16 1 12 2

전자산업 이외 제조기업 2 0 24 0

제조업 소계 18 1 36 2

제조업 외 산업 부문 10 0 17 0

합계 28 1 41 2

[표 3-9] 산업부문별・권역별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한국기업 수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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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대기업과 베트남에 동반진출 한 한국 기업 분포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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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제 3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기

업의 베트남 진출과 관련된 종합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먼저 한국 기업

의 베트남 투자는 1987년 베트남 개혁개방정책 및 1992년 한국과 베트남

의 국교 정상화에서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접어들며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초기에는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

남부 권역에 진출 및 입지하였다. 당시 대기업은 건설계열사를 중심으로

현지 도로 및 빌딩 건설과 같은 건설업 투자가 주를 이룬 반면, 중소기

업은 의류・섬유 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주

를 이루었다. 2000년에 접어들며, 한국 베트남 투자는 하노이시를 중심으

로 하는 홍강 삼각주 권역에 집중되었고, 이는 한국 전자산업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 전자산업 대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

이 베트남 북부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 전자산업 중소기업은 베트

남 북부지역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초국적기업과 하청기

업의 동반진출 형태가 나타났다.

제 4장에서는 한국 하청기업의 초국적화에 과정 나타난 초국적기업과

의 동반진출을 기업 간 관계 측면에서 해석하고 베트남 진출 이후 나타

난 기업 간 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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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베트남 진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

의 초국적화

제 1 절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초국적화 배경

본 연구의 대상은 베트남 진출 시기가 개별 기업마다 상이했지만,

2010년에 베트남에 진출하여 생산을 시작하였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전자산업 중소기업들의 해

외 투자 배경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연구 대상 기업들은 중국

및 한국의 기존 생산 지역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저 임금지역으로 투

자 대체를 희망하였다. 기업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하는 한국

하청기업 입장에서, 기존 생산 거점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건비는

기업 활동의 위기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생산 시설을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여 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생산 비용 절감

의 목적으로 해외 투자를 결심하게 되는 것은, 과거 Fujita(1998)의 논의

와 마찬가지로 생산 비용의 절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우위 강화 목적과

동일하다. 실제 베트남 일반 직원의 월 평균 임금은 6,289천동으로, 한화

로 127,000원의 수준이다(구양미, 2017).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진출함

으로써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게 된다.

둘째, 한국 기업에게 있어서 투자지역으로서 베트남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점은 바로 베트남이 거대한 시장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라는 점이다. 한국 기업이 포착하고 있는 베트남 내 시장기회는 베트남

내수시장 보다는 베트남에 진출한 다른 초국적기업 및 한국 중소기업과

의 거래 시장을 의미하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 2008년 삼성전자 베

트남 법인 설립 이후, 2015년 삼성전자는 생산공장을 확충하였으며 LG

전자 역시 2015년 베트남 북부지역에 산재된 가전공장을 통합하였다. 이

에 따라 베트남 북부지역은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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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한국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베트남은 거대 시장기

회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내 경쟁 우

위 강화 및 개발도상국의 저임금을 활용한 제 3국 수출량 증대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초국적화가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Fujita(1998)의 논의와 다르지 않다.

셋째, 한국 하청기업의 일부 거래업체들은 베트남에 선 진출한 이후,

현지 시장기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함께 진출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

다. 초국적화를 고려하는 하청기업 입장에서 베트남 선 진출 기업은 현

지 특유의 정보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외부협력관계(Qian and Lee,

2007)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 기업들은 새로운 협력업

체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거나 혹은 해외투자관련 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초국적기업은 하청기업에게 직접 해외진출을 권

유하기 보다는, 초국적기업의 협력업체모임 및 사업주의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즉, 장기간에 걸친 거래관계를

통해 형성된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현지 시장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다.

제 1절에서는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이 직면하였던 초국적화의 세

가지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다음 제 2절에서는 한국 전자

산업 하청기업의 주요 구매자인 한국 초국적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하청기업의 초국적화 과정과 기업 간 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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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초국적기업과 하청기업의 동반진출과 기업 간

관계 변화

본 절에서는 한국 하청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 초국

적기업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동반진출 이후 나타나는 기업 간 관계 변

화를 분석할 것이다.

1. 초국적기업과 하청기업과의 동반진출 과정

한국 전자산업 초국적기업의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협력 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한국 기업의

기업 간 관계 특성(김어진, 2013)이 반영된 것으로, 2000년대 중국 진출

과정과 유사하다(Lee and He, 2009).

한국 초국적기업의 동반진출은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의 하

청기업들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구축함으

로써 완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중산,

2013). 이러한 현상은 전자산업 및 자동차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과

동시에(오중산・이승규・김경태, 2008; 손병규・민동권・최규상・오중산,
2009; Kim and Oh, 2011), 일본 초국적기업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오중산, 2013). 한국 초국적기업과 하청기업간의 동반진출은 초국적기업

의 기업 거버넌스 구조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Gereffi(2005)의 글로

벌 가치 사슬 거버넌스 구조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 초국적기업에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위계형 구조의 특성이 나타난

다. 위계형 거버넌스 구조에서 상호간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의 특성이 나

타나게 되며, 하청기업은 초국적기업의 요구에 대항하기 어려운 종속적

인 기업활동의 패턴이 나타난다. 따라서 초국적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동

반 진출은 전자산업의 분절화된 생산이라는 특징과 함께 한국 기업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게 된다. 한국 초국적

기업은 하청 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초국적기업의 베트남 진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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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안정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저렴하고 풍부

한 인건비 및 조세혜택의 입지요소를 지녔지만, 제조산업 미성숙에 따라

현지의 적합한 공급자 부재 약점이 존재하였다. 한국 전자산업 초국적기

업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자 기존 하청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하여

신규 투자 지역에서 예상되는 생산의 위험을 절감하고 현지의 미성숙된

산업수준을 보완하고 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SEV; SEVT)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254개의 공급업체 중 89개사가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동반진출 업체이며, 이중 71개사는 한국계 동반진출 업체이다

(홍장표, 2016)1).

“현지에 대규모로 공장을 설립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산의 안

정화가 제일 중요해요. 이론적으로는 현지에서 제일 저렴한 비용으

로 납품하는 기업들을 활용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겠지

만, 검증되지 않은 현지 기업과 거래하다 불량률이 너무 높아진다

던가 생산을 못맞추게되면 그건 엄청난 더 큰 손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함께 성과 좋게 일해오던 기업들과 함께하면 저희

입장에서 편리하죠.”

한국 초국적기업 사원 G와의 인터뷰

“베트남에는 원청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과 원료 품질을

갖고 있는 현지 공급자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저희는 처

음부터 원청 기업과 함께 베트남에 진출해서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원청 기업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저희 역시 안정된 거래관계

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원재료 공급기업 법인장 Q와의 인터뷰

1)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의 구매액 기준 현지조달 비중은 약 25%이고 나머지 75%

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한다. 베트남 법인 재료비 총액 가운데 한국 동반진출 업체와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이다(홍장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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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초국적기업은 모든 하청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진출을 권

유하지 않는다. 한국의 초국적기업들은 월 1회 정도 하청기업들의 평균

납기・불량률・재무상태 등 다차원적인 기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청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초국적기업은 우수한 공급자를 유지 및 관리하고, 역량 있는 하청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동반진출 권유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며 다시 한

번 동반진출을 통한 생산 및 품질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초국적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동반진출 권유는 단순히 생

산의 안정성 추구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초국적기업은 하청기업의 동

반진출 이후 거래물량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반진출 이후 초국

적기업은 하청기업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며 이들의 도산을 방지하

고자 하지만, 이러한 초국적기업이 모든 하청기업에게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하청기업에 대한 초국적기업의 동반진출 권유는 우호적이고 신뢰

적인 기업 간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하청기업에게 이윤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함께 가자고 선

뜻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동안 잘해온 기업들과 같이 가서 성

과가 좋아지면, 우리랑 하청기업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진출이 결정된 초기에는 정보를 모든 기업에게 제공하지

않고, 일부 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국 초국적기업 사원 G와의 인터뷰

한국 초국적기업은 베트남 진출 초기 일부 하청기업에게 동반진출을

권유하였으나, 하청기업의 진출과정에 필요한 지원들을 직접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에서 한국 초국적기업이 협력기업에게 진출비용 제

공 등의 재무적 지원과 저렴한 부지 임대료 제공, 거래물량 보장 등의

비재무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오중산, 2013). 그러나 베트남 진출 사

례에서 한국 초국적기업은 공정거래위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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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청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무적 지원이 어려우며, 동반진출을 하지

않은 하청기업에게 대한 거래량의 감축과 같은 규제 방식을 활용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초국적기업 사원 G와의 인터뷰).

초국적기업의 진출 초기와 달리, 2010년대 하청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초국적기업의 직접적인 동반진출 권유보다 기업 간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 착근성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 하청기업의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국적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살펴본 결과, I 기업과 M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업은 베트남 진출 이전부터 한국 초국적기업과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들은 초국적기업의 직접적 권유를 통해 진출하기

보다, 베트남에 진출함으로써 시장기회를 추구하고 구매자와의 거래 관

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국 하청기업은 기존 기업 간 관계를 바탕으

로 초국적기업 베트남 진출 이후 급증하는 현지 시장 성장에서 우위를

누리고자 하였다. 이는 고객과의 접근성 증가가 중소기업의 초국적화 원

인 중 하나라는 Fujita(1998)의 논의와도 일맥상통하다.

그러나 베트남 진출 이후 한국 초국적기업과의 거래관계가 형성되었

다고 밝힌 2개의 기업 모두 기존의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I 기업의 경우,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 관계가 일차

적으로 존재였고, I 기업의 베트남 진출 이후 거래 관계의 다각화를 도

모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자산업 초국적기업의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 할

수 있었다.

I 기업과 유사하게 M 기업은 베트남 진출 이전 한국의 다른 전자산업

초국적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M 기업의 베트남 진출 과정에

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초국적기업과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기업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I 기업과 M 기업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

중소기업들은 진출 이전 초국적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보유하고 있

지 않았지만, 다른 기업과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것

이 나타났다. 결국 기업 간 거래 관계라는 조직적 착근성이 하청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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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거래라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만 충족시킨다고 이뤄질 순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우리도 다른 기업이랑 거래할 땐 그 기업이

그동안 어떤 기업들과 거래했었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하는데, 이러한 기업 간 거래는 초국적기업들도 마

찬가지겠죠.”

2차 하청업체 법인장 M과의 인터뷰

한국의 하청기업 역시 초국적기업과의 베트남 동반진출을 통해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대규모 구매자인 원청 기업

에 물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입지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원청 기업의

신축적인 거래 물량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다. 한국 초국적기업

이 물량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하청기업과 공유하고 있으나, 생산

일정 간 물량의 변동 량이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0 기업과의 인터뷰). 이

에 따라 하청기업 입장에서, 물량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초국적기업과 물리적으로 근접하게 입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세관의 통관 절차의 복잡함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하청 기업 입장에

서 원청 기업과 같은 지역 내 입지하며 제품의 품질과 납기를 맞추고자

한다.

“생산 계획만 완벽하게 지켜진다면 때 맞춰 배송해서 납품하면 되

니까, 베트남 외부에서도 충분히 생산 할 수 있어요. 자꾸 생산 계

획이 바뀌면서 베트남 외부에서 생산해서 베트남으로 운송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죠. 납기를 맞추려면 원재료를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 베트남에서 생산하며 대응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2차 하청업체 기업 한국인 직원 O 기업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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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한국 하청기업은 초국적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기존 기

업 간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

다. 초국적기업의 동반진출 권유가 하청기업마다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 하청기업은 초국적기업의 동반진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기존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기대한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국 초국적기업과 하청기업의 동반진출은 호혜성

을 갖고 있다. 동반진출을 통하여 초국적기업은 진출 초기 단계에서 안

정된 공급자를 확보함에 따라 현지 공급자를 탐색 및 개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하청기업은 초국적기업과 지리적으로 근접함으로써 나타나

는 혜택과 함께 초국적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

다. 결과적으로 한국 전자산업 초국적기업은 하청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기존 생산네트워크가 베트남에 이식되는 것이 나타나며, 이식된 생

산 네트워크가 현지에서 부분적으로 수정 될 수 있다.

2. 동반진출 이후 기업 간 관계 변화

한국 전자산업 생산 네트워크는 베트남 진출 과정을 거치며 기존의

네트워크가 이식되어 부분적으로 수정된 형태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본 항에서는 동반진출이라는 특성 하에, 한국 초국적기업과 하청기업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베트남에 재현된 한국 전자산업 생산 네트워크는 초국적기업의 동반

진출에서 시작하였기에,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관계가 구축되

어 있다. 하청 기업 입장에서, 해외진출에 따른 기업의 위계 및 거래관계

의 변화가 나타나기 힘든 구조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초국적기업은 이

들의 하청업체를 비교적 강력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본사에서 해외지사의 하청기업(1차 및 2차)의 리스트를 등록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물론 2008년 초기 진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업체 및 기존 한국 기업의 빠른 후속 이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 한국 초국적기업의 협력사로 등재되기는 비교적 쉬웠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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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히며, 10여년 정도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현지에서 새로운 협력업

체로 등록하여 기업의 거래 관계를 맺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강조하였

다. 한국에 위치한 본사에서 협력업체를 평가하고 구매 팀에서 새로운

협력사를 찾고자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노력

만으로 기존의 거래관계가 깨지고 새로운 관계나 위계를 갖는 것이 힘들

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도 사업 확장을 통해서 1차 협력업체로 등재되고 싶지만, 아

무리 현지 생산 능력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2차 협

력업체일 수밖에 없어요. 이는 한국 본사에서 협력업체 리스트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차 하청업체 법인장 J와의 인터뷰

베트남 진출 이후 한국 초국적기업이 관리하는 하청기업들 간의 위계

적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하청기업들은 진출 시기에 따라

나타나는 하청기업 거래 물량의 차이는 체감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하청

기업의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선도자가 추격자보다 얻는 이득이 크다는

것은 거래 물량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전자산업 중소기업들은 초국적화를 통

해 베트남 현지에서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추구하기보다

는 생산비용 절감 그리고 하청기업으로서 원청 기업과의 지리적 근접성

을 증대시키려고 하였다. 적절한 공급자가 부족했던 원청 기업의 진출

초기 당시 선도자로 진출한 한국 하청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납기,

우수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달성하고 유지할 때 거래물량확보

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L과의 인터뷰). 이러한 유형의 기업들은 하청기

업 간 수직적 위계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하청기업 간 수평적

기업 관계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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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 한국에선 생산 물량 기준 30위에 들지 못하는 하청업체들

이 베트남에서 10위권인 게 의아했어요. 대체 저 업체가 뭘까 고민

했는데, 알고 보니 원청 기업과 거의 동시에 와서 물량을 다 받아

갔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 기업도 베트남 진출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그냥 일단 베트남에 들어올걸 그랬나봐요.”

2차 하청업체 법인장 L과의 인터뷰

베트남 진출 이후 한국 전자산업 생산 네트워크 내 위계성에 대하여

한국 기업이 일부 보장 및 지원하고 있으나, 제품의 혁신이나 디자인의

변화 등 새로운 생산 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이것은 부분적으로 붕괴하기

도 한다. 2015년 한국 초국적기업의 대표 스마트폰 제품의 바디 프레임

생산 방식이 기존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서 메탈 바디로 전환되었다. 초

국적기업의 제품 생산 방식의 변화에 기존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업들은

경영 성과의 악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메탈 바디 프레임을 생산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현지에서 증대되었다. 초국적기업

의 생산 방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개별 기업마다 상이한데, 플

라스틱 바디 프레임을 대규모 생산하여 납품하던 선두권 업체들은 메탈

바디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에 투자하여 생산 품목의 변화를 도모하는

반면, 시설 전향에 투자 할 수 있는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경우 해

당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향하였다(전자신문, 2014년 11월

17일).

그러나 한국 초국적기업은 하청기업들과의 동반 진출을 통하여 현지

의 안정적인 공급자를 구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동반 진출한 한국 중

소기업들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지원 방식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한국 초국적기업이 하청기업의 베트남 진출 과정에 있어 필요한 재

무적・비재무적 지원을 확인 할 수 없던 것과 달리, 동반진출을 하게 된

한국 하청기업에게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제공된다. 다음 [표 4-1]은

오중산(2013)의 선행연구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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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동반 진출 하청 기업의 부채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의 초국적기업은 납품 단가를 조정하거나, 금형 개발비를 선 지

급하거나, 혹은 대금 지불의 횟수를 조절하는 식의 재무적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 내용 구체적 지원 방식

비재무적

지원

공급업체 교육

주재원에게 어학 직무 현지문화 교육

현지 생산직 노동자에게 기술 교육 지원

현지 공급업체 소개 현지에서 거래 할 수 있는 공급업체 소개

재무적

지원
기타

금형개발비 선지급

거래 담보 은행대출 간접지원

최소마진 보장

생산 단가 조정

생산장비 지원

[표 4-1]. 초국적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자료: 오중산(2013)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조사 자료 수정

또한 2015년 제품의 생산 방식 변화 이후, 기존 플라스틱 사출 기업이

메탈 바디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에 투자를 희망 할 때, 생산 설비 전환

비용 일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 설비를 한국 초국

적기업이 구매 하여 하청 기업에게 임대해주고, 하청 기업은 해당 장비

의 구매 비용을 매달 상환하게 된다. 이후 상환이 끝나게 되면, 한국 초

국적기업은 하청업체에게 장비를 기증한 형태로 재산 처리를 마무리 하

기떄문에 공식적인 재무적 지원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생산 방식이

나 설비의 전환이 어려울 경우,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거래

물량의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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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초국적기업이랑 거래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한

순간에 생산 방식이 변화하였다고 우리를 내치면 안 되요. 다른 기

업들은 장비를 지원받아서 메탈사출로 전환했는데, 우리는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에 필요한 플라스틱 사출 물량을 담당하며 다른 백

색가전의 물량을 보장받았어요.”

2차 하청업체 법인장 J와의 인터뷰

마지막으로 베트남 진출 이후 일부 하청기업은 기존 거래 기업과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거래기업을 다각화하

기도 한다(I, J, M과의 인터뷰). 인터뷰에 응답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하

청기업이 핵심 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청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종속적인 특징이 나타남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 거

래관계에 있어 암묵적으로 다른 초국적기업과의 거래를 금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베트남 진출 이후 동종 업계에 동일 부품을 납품하지만

않겠다는 조건으로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I와의 인터

뷰). 초국적기업이 하청기업의 생산 물량을 100% 보장 및 구입할 수 없

는 생산의 불안정성 증대, 공정거래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초국적

기업의 일방적인 종속적 관계 요구를 완화시키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하청기업들은 베트남 진출 이후 다양한 업체와의 거래를

통하여, 초국적기업의 생산량 축소에 따른 위험 감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제는 옛날처럼 무조건 해줄 테니까 믿고 따라와! 라는 분위기가

없죠. 편파적으로 한 기업을 봐주면서 계약하면 공정거래에 위반되

고, 주변에서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원청기업의 제품 판매량이 제

품에 따라 변동이 심해서, 일부 기업들은 전년도 판매량만 믿고

시설확충하다 도산하기도 해요. 그러다보니 우리도 원청기업에

100% 의존적으로 납품하기보다 현지에서 다른 기업에게 적극 영

업을 하고 납품하며 수익을 안정화시켜요. 그게 우리 기업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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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이에요.”

2차 하청업체 법인장 M과의 인터뷰

“이제는 많이 약해 졌다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과만 거래해야해’라

는 암묵적 규칙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하청업

체 수준만 내려가도, 옛날처럼 물량을 안정적으로 나오지 못해서

한국 다른 초국적기업에게만 납품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삼지 않

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차 하청업체 법인장 I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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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초국적화 유형

베트남 진출 한국 전자산업의 하청기업의 초국적화는 생산 거점 변화

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초국적화를 통한 기업 이전 유형

하청기업은 초국적기업과의 동반진출과정에서 나타난 초국적화를 통

해 기존 생산 거점의 이전과 관련된 유형이다. 이 때 생산 거점의 이전

이라 함은 하청기업의 초국적화 과정에서 기존 기업의 입지나 혹은 생산

거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사례에서 3개

기업(K, L, M 기업)이 해당하며, 크게 진출 경로에 따라 두 가지의 세부

유형이 나타난다.

첫째, 하청기업의 초국적화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 거점이 모국에서 투

자국으로 바로 이전된 유형이다. 본 연구 사례로 비추어보았을 때, 기업

의 베트남 투자 및 진출이 기업 활동의 최초 초국적화인 사례이다. 본

연구 사례에서 2개 기업(L, M 기업)이 해당한다.

해당 유형의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은 201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 해

당기업들은 지속적인 국내 생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국

진출 대신 국내 생산에 집중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 과

거 해외투자 경험 부재, 해외투자에서 기대되는 위험, 언어 및 문화적 이

질성을 지목하였다. 결국 기업 경영진의 재무적・심리적 부담요인은 기

업 활동의 초국적화를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사결정 거버넌스 측면

에서 이들은 초국적기업과 달리 의사결정권이 기업 대표 혹은 경영진에

게 의존적이다. 이에 기업 대표 및 경영진의 개인적인 성향이 기업의 초

국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유형의 기업들은

지속적인 선 진출 업들의 권유와 국내 생산비 상승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자 베트남 진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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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을 결심하는 것이 외국에 펼쳐진 기회를 보고서만 나갈

순 없자나요. 저는 해외 체류 경험도 얼마 없는데다 언어적인 장벽

도 너무 높아서, 그냥 한국에서 최대한 버텨보자고 생각했어요. 그

런데 2010년쯤 되니 도저히 한국에서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일거

라고 판단했어요. 저희도 살아남으려면 결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기에, 일종의 도박으로 베트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차 하청기업 L과의 인터뷰

해당 유형의 기업들에게 2010년대는 국내 생산의 한계를 인식하고 해

외투자를 유발한 일종의 임계점으로 해석된다. 한국 초국적기업의 지속

적인 베트남 투자 규모 증대 및 선 진출 기업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하

여,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의 재무적・기업 경영진의 심리적

부담요인을 완화되었다. 실제 M 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을 고려하며 왕

래하다, 최종적으로 베트남으로 투자지역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사실 베트남이 아닌 중국에 진출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중국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게 불안했는데, 베트남에 먼저 온 사장님이

남는 공장 부지를 빌려줄테니 여기서 시작해보는게 어떻겠냐고 권

유해서 급하게 법인을 설립하고 프레스 기계만 들고왔죠.”

2차 하청업체 법인장 M과의 인터뷰

둘째, 이미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하청기업이 초국적기업과

의 동반진출 과정에서, 기존 진출 지역의 투자 철수와 함께 신규투자지

역으로 이전하는 유형이다. 해당 유형의 하청기업들은 초국적화를 통해

한국보다 낮은 생산비용의 이점을 취할 수 있었으나, 추가적인 시장기회

확보하고 기존 생산지역 내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신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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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찾게 되었다. 본 연구 사례에서 K기업이 해당하며, 기업 이전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하청기업이 생산 및 일련의 기업 활동을 모두 이전하는 과정

에서 시기적인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하청기업의 자본력의 제한

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공간적 확장이 지연되기도 한다. K 기업

은 과거 한국 초국적기업의 중국법인에 부품을 납품을 하던 1차 하청기

업으로써, 중국 내 생산물량의 감소를 극복하고자 베트남 투자를 결심하

였다. 그러나 베트남 내 새로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장비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

다. 실제 K 기업은 중국 내 투자 철수가 이전에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

하였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두 현지 법인에서 제품을 모두 생산하였다.

점차 베트남 법인의 생산 비중을 증가시켜감에 따라 중국 법인을 철수하

였고, 2016년 해당 기업은 생산 설비 전체를 베트남으로 완전 이전하였

다.

자본력의 제한과 더불어 한국 중소기업들의 부동산 투자 관행은 한국

하청기업의 해외진출의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U 와의 인터

뷰). 한국의 전자산업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채, 초국적기업의 하청업체로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시설 부지에 대한 투자

는 기업의 이윤 창출의 방식으로 작용한다. 산업단지 분양에 있어 1ha

단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하청기업의 생산 활동

에 요구되는 부지규모를 뛰어 넘는다. 그 결과 하청기업은 필요 이상의

부지를 매입하고 환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격 증대를 목적으로 이

윤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부동산 투자가 기업의 위

험을 줄이고 초과 수익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실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소유부동산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권오명・노태욱, 2017). 중
국 내 생산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나, 현재 중

국으로 신규 유입되는 투자자의 감소에 따라 매각이 쉽게 이뤄지지 못하

기도 한다. 그 결과 한국 하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관련하여 기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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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및 해외지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 할 수 없게 되고, 기

업 활동의 공간적 확장이 지연 및 제한될 수 있다.

2. 초국적화를 통한 기업 확장 유형

첫 번째 유형과 달리, 일부 하청기업은 초국적화 과정에서 기존 해외

진출 지역의 투자를 철수하지 않고 새로운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

인 해외지사를 설립 및 운영하는 유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은 다수의 해외지사를 가진 초국적기업으로 확장되며, 본 연구

사례에서 본 유형의 기업은 3개(I, N, Q 기업) 해당된다.

본 연구사례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유형의 기업들의 시공간적으로 한

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였던 2000년대 부근에 중국 진출을 달성하

였으며, 2010년대에 베트남으로 두 번째 진출을 나타냈다. 세 기업은 공

통적으로 중국 진출을 통해 한국보다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으며, 현지에서 한국 초국적기업의 중국법인의 공급업체로 역할하고

있었다. 해당 유형의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중국 생산 시설을

폐쇄하거나 혹은 투자를 회수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한국 초국적기업의

중국 법인의 투자가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한국

초국적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이 베트남으로 이전하였으나, 여전히 중국

법인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해당 유형의 기업들은 생활가전과 같이 초

국적기업의 다른 사업부문의 공급자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초국적화

를 통한 기업의 확장은 중소기업의 제품 다각화의 일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K 기업과 대조적인 점은 바로 초국적기

업으로 운영 및 유지할 수 있는 역량과 투자금액의 차이로 해석된다. K

기업이 사례가 제한된 자본에 의해서 신규 투자의 확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해당 기업은 초국적화를 통한 기업의 확장이 기업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의 기회로 인식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기업 중 일부는 보다 공격적인 초국적화 활동을 나타

내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 하청기업 스스로 초국적기업의 이전에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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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국 초국적기업과 하청기업과의 동반진출이 베트남 진출 과정

에서 나타난 일회성 현상이 아니다. 해당 기업은 중국과 베트남 진출을

경험하며 한국 초국적기업의 동반진출 특성을 체화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초국적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언론자료 및 기업 간 관계

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하청기업은 초국적기업의 신규 투

자 지역 및 생산량 변화를 파악한다. 이에 따라 초국적기업의 이전 혹은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생산거점에 미리 법인을 설립하여 초기 현지 공

급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인도 내수시장 공략

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공장을 확장하는 투

자를 진행 중이다(머니투데이, 2018년 7월 9일). J 기업은 추후 인도 법

인의 생산량 증대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인도 내 현지법인을 미리 설립

해 두었다. 이를 통해 하청기업 입장에서 초기 투자과정에서 요구되는

시간을 절감시키고 초국적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에 초기부터 참여하

여 생산물량 확보를 도모한다.

“저희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중저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로 납

품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앞으로 인도가 중저가 스마트폰 생산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초국적기업과 함께) 미리

인도에 법인을 등록해뒀죠. 지금은 인도에서 생산을 하지 않지만,

언젠가 생산이 시작된다면 그 때 저희는 곧바로 현지 벤더사 역할

을 함으로써, 추후 인도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겠죠.”

2차 하청업체 법인장J 기업과의 인터뷰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초국적화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유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한국 전자산업 초국적기업의

해외진출과정에서 하청기업과의 동반진출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존 전자산업 생산 네트워크가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투자 지역으로 이

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 하청기업이 초국적기업의 해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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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항상 맞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 네트워크는 초국적기업 이전

에 따라 변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초국적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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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제 4장에서는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에게 부가된 시대적 배경을 탐

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후 초국적기업과의 하청관계 특성이

이들의 초국적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간 관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를 바탕으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해외진출을 유형화 하였다.

한국 전자산업 기업은 모두 기존 생산거점의 노동비 상승에 따른 대

체투자지 필요 및 신규 시장 기회 추구의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 놓이

게 되었다. 베트남은 저렴하고 풍부한 인건비 특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

에 현재 한국 전자산업 초국적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어 빠르게 현지 시장

이 성장하고 있었다. 베트남에 선 진출한 기업들은 거래관계를 갖고 있

는 다른 기업들에게 함께 진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국의 초국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하청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에 따라 한국 초국적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하청기업과 동반진출이

나타나게 되는데,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초국적기

업의 하청기업과의 동반진출은 한국 초국적기업과 하청기업에게 호혜적

인 특성이 나타났다. 우선 초국적기업은 산업 미성숙 국가에서 적절한

현지 공급자 부재가 예상된다. 초국적기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 기존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하청기업에게 동반진출을 선택적으로 권

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초국적기업은 하청기업에

게 베트남 진출 비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재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한국 하청기업 초국적기업과 동반진출은 초국적기업과의 물류비용 절

감 및 거래 물량 변화의 신속한 대응을 추구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하

청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초국적기업과의 기업 간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기대하였다. 한국 하청기업 입장에서 나타난 베트남 진출

은 초국적기업과의 조직성 착근성이 영토적 착근성으로 나아가는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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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국적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동반진출 과정에서 초국적기업은

여전히 생산 네트워크를 조직 및 배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

다. 그 결과 한국 초국적기업 중심의 기존 생산 네트워크가 베트남으로

이식되고, 현지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하청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

남 진출을 통해 구조적으로는 기존 기업의 위계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진출 시기에 따라 거래 물량의 변화는 존재 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초

국적기업은 베트남 진출 이후 구축된 생산 네트워크를 안정화 시키고자,

금융위기 및 생산방식 변화로 인해 하청기업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이를

지원 방식들이 존재한다.

앞선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 하청기업의 초국적화 과정을 기업입지 변

화에 따라 유형화하면 초국적화를 통한 기업의 이전 유형과 확장 유형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의 이전 유형에서는 초국적기업과의 동반진

출과정에서, 최초 해외투자가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기존 해외투자지역

의 투자 철수와 함께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 때

재이전 과정에서 자본력제한 및 부동산투자 관행은 기업 이전의 시간 지

연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기업의 확장 유형에서는 두 차례 이상의 기업

초국적화를 통하여, 기업의 해외지사가 설립되어 초국적기업으로 운영되

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기업 중 일부는 초국적기업의 해외이전이 나

타나기 전에, 투자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미리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보다

공격적인 초국적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기업과의 해

외이전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한국 초국적기업의 해외이전과정에서 하청기업을 동반하기 때문

에 초국적기업의 이전은 곧 생산 네트워크 이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다

음 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초국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사회의 현지

화 요구와 실제 기업 활동의 부문별 현지화 정도와 그 원인을 분석할 것

이다. 이식된 기존 생산 네트워크의 분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후 한국 기

업과 현지 사회과 상호작용과 일련의 현지화 과정이 베트남의 지역 자산

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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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베트남 진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

의 현지화

제 1 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화 배경 및 견

해 차이

1.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화 배경

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 중앙정부는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목표 중 하나를 제조 및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통한 글로벌 가치 사슬로

의 편입이라고 밝힌다. 한국 전자산업 초국적기업은 베트남 진출 당시

하청기업들과의 동반진출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2018년 기준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의 생산 네트워크에 고용된 베트남 현지 직원의 수는 16만명

으로 추정된다(Money S, 2018년 9월 5일).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과

정에서 창출된 전자산업 부문의 대규모 일자리를 현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베트남 기업은 한국 전자산업 기업에서 저부가가치

의 원재료를 납품하거나,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

기 어려운 환경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인력의 현지화뿐만 아니라 생산 원

료 및 소싱의 현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 기업은

저부가가치 조립 활동을 담당하거나 한국인이 기피하거나 가격경쟁력이

낮은 노동집약적인 환경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초국적기업은 베트남 중앙 정부의 현지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베트남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던 연구개발조직

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베트남 하노이시

삼성전자 모바일 연구개발센터를 완공하였다. 삼성전자 모바일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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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2000여명의 임직원 중 95% 가량을 현지인으로 채용하여 모바일

기기 운용체계 업그레이드 및 어플리케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전자

신문, 2018년 9월 20일). 또한 2018년 베트남 총리는 삼성전자에 베트남

현지 기업이 부품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반

도체와 인프라 등 연관 산업의 투자 확대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

전자측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연구개발활동의 증대를 약속하였다(조선

비즈, 2018년 10월 31일).

베트남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베트남에 투자한 외

국 초국적기업들에게 현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

다. 실제 2018년 8월 8일부터 10일에 개최된 베트남 제조업 박람회

(Vietnam Manufacturer Expo 2018)에서 대학 교수, 베트남제조업협회

장, 기업인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행위자들이 참여하였다. 주요 논의사

항으로는 베트남 전자산업의 전망 및 발전방향과 변화하는 전자산업 동

향에 적응 방법 등이 있다. 베트남 전자산업 연합회는 베트남 기업이 글

로벌 전자산업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3가

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먼저, 베트남 기업과 초국적기업 간 연계를 구

축할 수 있는 초기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자산업

을 지원하는 정부부처와 연관 산업 간의 협력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이 외국 기업과의 연계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한국 기업 활동의 현지화율에 대한 견해 차이

베트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대상자들은 현

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경영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지화 정도는 낮

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베트남 현지에서 나타나는 한국 기업의 소

극적인 현지화 과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인과 베트남 현지인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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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베트남 내 적절한 공급자 및 인적자원의 부재를 외부적인 요인으

로 지적하고 있다. 베트남이 갖고 있는 입지 측면에서 기인한 제한된 기

업 활동은 현지화의 관점에서 한국의 초국적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의 초국적기업에서는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및 현지 기업들과의 공

생관계 도모를 위해 점차 현지화의 비율을 증대시켜야 함을 강조한다(한

국 초국적기업 사원 F 및 G와의 인터뷰). 이들은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

한 선호가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동시에

동시에 적절한 가격과 품질을 보장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초국적기업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서 제품의 단가, 생산 역량, 기업의 재무 상태, 해당 부문 근무 경험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거래 후보 기업들을 평가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진행하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현지 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하

다고 인터뷰에서 강조하였다. 초국적기업과 마찬가지로 하청기업 역시

조건에 부합하는 베트남 현지 공급자가 부족하여 기업 운영을 현지화하

기에 제한적으로 응답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선입견과 달리 기업의 재무상태, 과거 납품 단가

및 품질, 생산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래 기업을 선정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준을 충족시켜줄 현지 기업이 부족한건

사실이에요. 아마 베트남의 전반적인 산업의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기업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충분히 현지 기업에게 생산을 의뢰할 수 있겠죠.”

한국 초국적기업 사원 G와의 인터뷰

한국 하청기업은 본 기업 활동의 낮은 현지화율의 원인으로 원청기업

과의 거래량 감소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거래 물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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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게 된다면, 현지 기업 및 다른 기업에게 이들의 생산을 재하청을

줌으로써 추가적인 생산 비용 없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는 일반적

인 기업의 역량 증가 방식 중 하나로 하청 관계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호혜성과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은

원청 기업으로 존재하는 한국의 초국적기업의 내재화 전략에 따라 개별

하청기업에게 할당되는 물량 감축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

서 현지 기업에게 재하청을 줄 수 없는 구조이며, 역으로 본인들의 생산

량 감축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트남의 입지요소가 가진 한계에서 드러난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

라,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도 적극적인 현지화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기업보다도 초국적기업에서 더 강력

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다. 한국 초국적기업에서

는, 해외 지사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외국계 초국적기업보다 낮게 나타

나며, 해외 법인의 생산 활동에서 한국 본사 및 담당 부서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수직적인 조직 문화의 특성상, 실제 구

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의사결정과

정에서 비 대칭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 초국적기업의 관리자급으로 근

무를 했던 직원의 인터뷰를 통해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실제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대졸

스태프 사원들이에요. 물론 과거부터 이어오던 거래처들이 있긴 하

지만, 더 나은 거래처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변 기업을 살피

고 비교하는데,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좌절되기도 해요. 이는

담당부서장 등의 관행이 많이 반영돼요. 현지화를 하고 싶어도 좌

절되기도 하고, 관행대로 하고 싶어도 현지화를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전 한국 초국적기업 사원 H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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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베트남 내 적절한 공급자의 부재 및 한국 기업 운영의

특수성 때문에 현지화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반면, 현지 근로자 및 교수

들은 현지화의 낮은 정도를 한국 기업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

다. 실제 일본계 제조업체들의 해외진출은 한국과는 다르게 비제조업분

야의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진출지역 내 조달 및 판매를 확대하는

현지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4b).

또한 현지인들은 일본계 기업의 베트남 투자과정에서 현지 인적자원에

투자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A 및 S와의 인터뷰). 베트남 현지인

들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만 할 뿐, 현지 노

동력이나 기업을 개선시키는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한다.

“일본과 달리 초국적기업과 달리, 한국의 기업들은 현지 산업시설

에 대한 육성 및 투자를 하지 않아요. 일본 기업이 인적자원에 대

한 투자 및 현지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건 아마 높은 자본력 때

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국 기업이 하청 기업과 동반진

출하는 이유에 대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현지 공급자

가 없다고 한국 기업만을 활용할게 아니라, 현지 노동력을 교육하

거나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함께 해주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베트남 대학 교수 A와의 인터뷰

또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과의 합작 투자 과정에서 베트남과의 경제수

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베트남 현지 경영학

과 교수는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생산 간 연계활동이 나타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기술력보다 경제규모 차이를 강조하였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기술교류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수준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등한 수준의 자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 투자

에 필요한 거대한 투자금을 홀로 부담하지 않고 적절한 현지투자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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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선호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현지 기업이나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밝힌다. 따라서 합작투자를 통한 기업운영의

현지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현지인이 한국

전자산업의 생산 네트워크에서 배제될 수 도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를 희망하기 때문에, 현

지화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86

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수차례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

인이 100% 지분을 가진 단독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나(호치민무역관,

2013년 6월 30일), 일부 기업의 경우 신속한 행정절차 및 판로개척 과정

에 필요한 현지인의 도움을 얻고자 합작법인을 개설하려는 움직임도 나

타난다. 실제 2018년 기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형태를

밝힌 2,220개의 기업 중 89.5%에 해당하는 1,988개 기업은 단독 투자의

형태로, 합작투자는 10.3%인 229개 기업만이 나타났다(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2018).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기업들은 모두 단독투자의 형태

로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였다. 해당 기업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게

된 배경을 묻자, 이들은 최초 베트남 투자 과정에서 신뢰할만한 현지 사

업 파트너가 없었으며 초기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현지인 통역과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

또한 외국인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기업의 지분

소유구조 갈등 문제와 관련한 베트남 현지의 제도적 안정망에 대한 불신

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설비를 이

전한 기업들에서 이러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지

인과 합작투자의 형태로 해외진출을 했던 한국 중소기업 중 일부가 지분

분쟁 발생하였을 때, 기업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 이들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갖고자 하는 것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작투자 설립 시 기업의 중대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지 투자자들과의 의견조율이나 혹은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나눠주는 일련의 과정을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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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0년

1위 비용상승(25.8%) 비용상승(34.7%)

2위 고급인력채용(13.1%) 정보부족(19.8%)

3위 정보부족(11.6%) 행정 불투명성(13.1%)

4위 열악한 인프라(10.9%) 열악한 인프라(13.1%)

5위 행정 불투명성(9.7%) 고급인력채용(5.4%)

[표 5-1]. 한국 기업의 베트남 경영활동 애로사항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트남에서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내 회사를 유지한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게 기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내 돈 100%를 투자해서 안전하

게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2차 하청업체 법인장 L과의 인터뷰

아래의 표는 KOTRA가 시행한 2009년과 2010년 Grand Survey 자료

이며, 베트남 내 경영활동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베트남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임금 수준의 향상에 이어, 현지 정보의 부족 및

행정불투명성이 한국 기업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

한 애로사항은 과거의 설문 조사 결과와 더불어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9, 2010)

한국 기업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베트남 현지인들은 이러한 한국 기

업의 경영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기업의 분위기를 느끼며, 현지화의

가장 큰 제한 요소로 베트남 기업 혹은 근로자에 대한 막연한 불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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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 적절한 기술 및 품질을 가진 현지 공급자의 부재에 따라

현지 기업에게 생산의 현지화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국 기업의 주

장과 달리, 현지인들은 베트남이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한국 기

업이 이용하지 않을 뿐이라고 답한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 사람들이 무조건 못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

아요. 애초에 합작투자도 잘 하지 않고, 베트남 기업이 한 번 시도

해볼 기회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하청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베트남 현지인 S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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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베트남 진출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부문

별 현지화 특성

한국 전자산업 하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이후 현지화 특성을 인적

자원, 생산 및 소싱, 연구개발활동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인적 자원의 현지화

인적 자원의 현지화 측면에서는 직군별로 현지화의 정도가 매우 상이

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기업운영에 필요한 직군은 크게 제품을 조립 및

생산하는 단순 생산직,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기

술직, 그리고 영업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터뷰에 응답한 모든

기업들은 단순 생산직의 경우, 100%의 현지화를 달성하였음을 이야기하

였다. 이는 베트남 현지의 저렴하고도 풍부한 인건비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자 산업의 생산 활동이 노동집약적이면서도 자본 및 기술집

약적인 세부 부문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정종암, 2000). 베트남에 진출

한 한국 전자산업 기업들의 경우 한국의 초국적기업의 협력사로 자리매

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작업은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임가공의 특성이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베트남 현지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은 개별 기업에 있

어 매우 매력적인 입지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베트남의 저렴한 현지 인건비를 통해 생산비용의 이점을 얻으려고 하

는 점은 기존 기업의 초국적화를 다룬 이론들과 접목시켜 살펴볼 수 있

다. 제품이 성숙함에 따라 점차 기술이 표준화되고, 이에 따라 원거리에

서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 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생산 기능을

이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Bartlett and Ghoshal, 1999). 그러

나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관리부문과 현지에서의 영업 관리 부문

에서는 현지 노동력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기보다도 대부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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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견된 주재원 혹은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 직원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본 조사의 대상 기업들은 인사나 회계와 같은 일부 경영지원

및 통역과 같은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제품의 생산 일정을 조율하고 기업이 생

산한 제품의 품질 관리와 같은 업무는 한국에서 파견한 베트남 주재원이

나 현지 채용 한국인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베트남 현

지 대학을 통해 우수한 노동력들이 배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들이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과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

술적・경영적 노하우가 부재하기 때문에, 해당 부문은 한국인 직원을 활

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지 영업 측면에서, 현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주 구매자

는 현지 기업이 아닌 현지 진출한 한국의 초국적기업 혹은 이들의 한국

협력사이기 때문에, 제품 영업 활동에 있어서 현지 직원은 문화적・언어
적 이질성을 갖고 있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앞 장

에서 살펴보았듯, 베트남 내 존재하는 전자산업 부문의 대다수 기업은

기존부터 이어오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새로운 구축

된 사업 파트너 역시 베트남 현지 기업보다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

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은 단순히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현지 직원보다, 한국의 미묘한 문화를

이해하고 동화될 수 있는 한국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작

용하였다.

“박닌 지역에 위치한 전자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단체로 속해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본인들의 제품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록 채팅창이지만 쓰는 표현들에서 느껴지는 어설픈 한국

어가 가끔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런 업체들은 저도 모르게 거르게

됩니다..”

한국 2차 하청기업 M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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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의 현지화가 기업 내 담당 업무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

났으며, 그 원인이 적합한 노동력 공급의 부재라는 점은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현지 인력이 존재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해당 부문을 현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베트

남에 한국 기업이 진출한 이후 아직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현지 노

동력이 산업 노하우를 익힌 관리자급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음과 동시에

이러한 노동력의 순환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지금처럼 미래까지 유지된다면, 자연스럽게

관리자급 인력이 배출되어 순환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관리자급 현지 노동력의

증가를 비교적 부정적으로 전망하였으며, 그 원인을 바로 현지 근로자들

의 잦은 이직에서 찾고 있다. 인터뷰에 응답한 대다수 기업들은 현지 노

동력의 이직 주기가 평균 2년 정도라고 답했고, 이 기간 동안 제조 활동

의 노하우를 완전히 전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고용했던 과

거 현지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 내 이직하는 것을 경험한 이후로, 해당

업무의 노하우를 완전히 전수하기 보다는 오히려 언제나 치환 가능하도

록 단순한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래의 인터뷰는

이와 관련된 한 사례이다.

“저는 현지 직원들이 자주 이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현지

직원들이 자주 이직하는 건 바로 경력직으로 이직하여 급여를 올

리고자 하는거에요.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진출하면서,

일자리가 그만큼 빨리 늘어나니까 현지인들이 굳이 한 기업을 오

래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오래 일

하면서 일을 잘하면, 급여를 충분히 올려줄 수 있어요. 한국인 주

재원을 쓰는것보다 일 잘하는 현지인을 여러명 쓰는 게 지출면에

서는 더 작기도 한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현지인들이 얼마

없다는 거죠. 가르쳐놓고 같이 일 할만 하면 이직하는데 우리도 굳

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한국 2차 하청기업 L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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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원료와 소싱의 현지화

생산 원료와 소싱의 현지화의 정도는 개별 부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

가 존재한다.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가 어렵게 된 배경에는 베트남 현지

입지 요소와 전자산업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우선 베트남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생산

에 필요한 정밀한 원재료를 생산 및 납품할 수 있는 현지 기업이 없는

실태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업을 통해 원자재를 공급받기보다 한국 혹은 중국에 위치한 기존

거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의 투자가 시작되었던

2008년 당시에는 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원재료 공급자가 없었기 때문

에, 한국의 초국적기업은 이들의 협력사 및 원재료 공급자들의 동반진출

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일부 응답자들은 과거 중국 진출의 경험에서 베

트남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중국에서는 비교적 산업 및 기

술 수준이 발전되어 있어서 원재료 소싱을 현지에서 절반정도 수급 받았

다고 한다. 그러나 물류비용의 절감 및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함

과 동시에 생산 단가 절감 목적으로 현지 공급자를 찾으려 노력하였으

나, 한국 기업이 만족할만한 적절한 공급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서 물량을 수급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베트남의 기술 및

산업 수준의 저하로 인하여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국적인 원재료 공급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전자산업 기업의 활동은 글로벌

가치 사슬 내 전형적인 분업의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KOTRA, 2017).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이며,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의 경우 대다수 부피가 작고 가벼운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재 수급에 있어 항공편을 이용하여도 물

류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생산 계획량을 사

전에 이들의 구매사와 조율한 뒤, 필요한 원자재를 사전에 비축해 둔 후

생산을 진행한다.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이 존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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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천과 하노이를 이어주는 항공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당일 배송은

힘들더라도 익일 특송 등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현재 하노이

에 운송 및 통관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

들은 적절한 물류회사를 활용하여 통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결국 물

류 자체가 비용 상의 문제일 뿐 국제적인 원자재 소싱에 제한사항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생산 및 소싱의 현지화와 관련하여, 공장 유지에 필요한 기계 및 공구

등 역시 필요한 부품을 한국에서 수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현지 공급자의 부재와 더불어 비교적 잦

은 항공 배송을 활용하여 긴급한 물량에 대응하고 있다.

“긴급한 수리를 위한 부품은 사실 베트남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베트남 현지에서 공구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이 생산해본 경험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완성

품을 만들지 못하는 게 문제죠. 따라서 만들 수는 있는데, 시간도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것 보다 오래 걸리고 한 개 필요한 걸 생산

하다보니 자연스레 비용 자체도 증가하게 돼요. 이러니까 그냥 한

국에서 항공으로 받는 게 더 빠르고 싼 거죠.”

한국 2차 하청기업 법인장 M과의 인터뷰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 원료와 소싱의 현지화는 제품생산에는 필요하

나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뷰에 응

답한 모든 기업들은 포장에 필요한 박스나 테이프, 시설 환경 미화 등은

현지 기업을 통해 구입하거나 재하청을 주며, 평균적으로 지출비용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현지 기업은 단가 경쟁력

을 가진 저부가가치 원재료만을 한국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생산/소싱의 현지화가 제품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베트

남 현지 기업은 저부가가치의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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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의 초

국적기업은 다양한 중간재를 생산하는 하청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하

여 최종 조립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초기 진출 과정에서 신뢰

할만한 적절한 공급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하나의 위험으로 인식하였

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하청기업의 동반진출을 유도하여 기업의 생

태계를 유지하였다. 하청기업은 단순한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의 중소기

업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벌 그룹 내 중간재 생산을 담당하는 계열

사들의 동반진출을 함께 달성하여 기업의 수직적 통합 구조를 베트남 현

지에서 유지하고 있었다. 즉 연관기업의 동반진출은 제품 생산의 현지화

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베트남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한국 하청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 하

청기업은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하청기업들은 베트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자와 직접적인 협

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지 않는 데 비해, 한국 초국적기

업은 베트남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상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하청

기업과 베트남 정부를 이어주는 정보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지 법률이나 제도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하청기업들

은 이들의 원청 기업이 주관하는 월례 모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한 정보습득은 다소 낮게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이나 대만 기업에게 자국

의 기업 단체 등을 활용한 조직적인 대응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우 개별 법인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인장들은 조직적 대응이 나타나지 않는 원

인으로 한국 특유의 기업 문화와 더불어 해외진출 한국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초국적기업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해외진출 한국 하청기업들의 해외 진출 원인과 기업

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미 한국에서부터 고착화된 거래관계 및 생산 네트

워크 구조 때문에, 이들은 현지 기업이나 기관과 교류하기보다는 원청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이것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 할



- 81 -

수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농산업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에 투자한

초국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지기업을 이들의 하청기업으로 유

입시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진입하고자 하고 있다(베트남 정부 결의

안, 2016). 이에 베트남 정부는 초국적기업들에 생산의 일부를 현지 기업

이 담당하도록 규제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제를 피하고자

베트남 현지 사장을 허수아비로 세운 뒤 모든 경영과 의사결정은 한국인

이 진행하는 방식의 편법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한편, 원청 기업인 한국의 초국적기업들은 하청기업의 현지화 동향을 파

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협력사 평가에 있어서 노동력과 원재료 등의 현

지화율을 조사하고 있다.

3. 연구개발활동의 현지화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연구개발활동은 크게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제

품 계획 과정과 실제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품 생산의 조

정 과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한국 초국적기업의 신제품 계획 과정은 한국 초국적기업의 본사 및

연구개발부서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초국적기업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신형 플래그십 모델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신

제품 출시 1년 전부터 제품의 기획 및 개발 과정을 수립하고 연관 협력

업체의 일부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위치한 초국적기업 본사 주

도 하에 제품의 새로운 기술 및 디자인과 연관된 협력업체들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제품의 기획 및 생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초

국적기업과 이들의 협력업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초

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참여는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초국적기업의 본사 주도의 연구개발 활동은

Dicken(2011)의 유형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국제적 상호의존형 연구개발

활동으로 해석되며, 소수의 기술집약적인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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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활동이다.

그러나 한국 초국적기업은 현지에서도 연구개발활동를 담당하고 있으

며, 연구 개발 인력의 상당수가 현지 노동력으로 구성되고 있다. 하노이

에 설립된 삼성전자 모바일 연구개발센터는 초국적기업의 연구개발현지

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2018년 현재 삼성전자 모바일 연구개

발센터에 근무하는 2000여명의 임직원 중 95% 이상이 현지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현지 연구개발센터의 인력들은 단순히 기 구축된 소프트웨어

언어 및 프로그램의 현지화를 담당할 뿐 아니라, 운용체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등장하였다(전자신

문, 2018년 9월 20일). 하노이 내 초국적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담당하

고 있는 활동들은, Dicken(2011)의 유형에서 모기업의 기술을 현지 시장

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 지원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한국의 초국적기업은 제품 생산의 조정 과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중소기업들과 함께 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초국적기업의

협력업체로 존재하는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비용의 제한으로 인하여, 독

자적인 제품 생산 개발활동을 진행하기보다 초국적기업이 요구하는 공정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강현수, 2005). 이러한 특징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생산 조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한 응답자는, 베트남

으로 파견된 한국 초국적기업의 직원과 현지에서 단기간 집중적인 교류

활동을 통하여 일부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제품의 마감을 변경 할 수 있

었다고 응답하였다. 과거에는 신제품 출시 6개월 전에 기존 거래업체 및

신규업체는 납품과 관련된 입찰활동을 진행한다. 입찰활동을 통해 선정

된 기업들은 시제품을 생산하여 초국적기업에게 제공하고, 연구개발부서

의 직원들은 하청기업의 시제품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변형해나가게 된다.

2014년 쯤부터 제품 생산 입찰부터 제품의 세부적인 수정과정까지가 대

략 3~4달 정도 소요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베트남으로 파견된 한국 초

국적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이 한 달 정도 하청기업과 긴밀한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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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 중

소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초국적기업 개발자들이 만든 디자인이 100% 구

현되기 어려우며, 이는 개발자들의 생산과 관련된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

문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하청기업 주도의 제품 생산 조정 과정은, 큰 틀

에서 나타나는 디자인의 수정 및 변형이라기보다는, 초국적기업이 설계

한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공정혁신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하청기업 수준에서 연구개발의 현지화

를 살펴보자면, 이들의 공정혁신 과정에서 현지 노동력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이다. 이는 한국 하청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현지 근로자들

이 단순 생산 활동을 담당하고 있기에 초국적기업과의 공정혁신과정에

이들이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하청기업의 조직

규모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파악된다. 실제 본 조사의 대상 기업

중 4개 기업은 기업 조직 내 연구개발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

인장 스스로 초국적기업과의 공정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발생한

다. 한국 하청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국내 연구개발활동의 공간이 베트남

으로 확장 혹은 제한적 이전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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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 기업을 통한 베트남 지역 자산 형성

1. 인적자원 훈련 장소로서의 한국 기업

한국 초국적기업 및 연관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가속화됨에 따라, 베트

남 북부지역 현지에서는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현지인들의 고용이

증대되고 있다. 제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 운영의 현지화 과정에서

현지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 인력의 현지화는 상당

히 이루어졌다. 2017년 말 기준 삼성전자 및 한국 협력업체가 창출한 현

지인 일자리는 16만 여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국 기업들이 창출한 대

다수 일자리는 단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은 베트남 북부지역의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의 이점을 충

분히 누릴 수 있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에서 나타나는 노동비 절감의 이점에 대하여,

베트남 현지 노동력은 저렴한 임금을 제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

다. 한국 기업에 고용된 현지 노동력들 역시 이들의 근무 경험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고숙련 노동직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기존 제

조업이 미비했던 베트남 입장에서, 현지 노동력이 한국 기업에 근무하면

서 비록 그 기술 수준이 미비할 지라도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통해 체험

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지 노

동력은 근로활동을 통해 한국 기업 및 주재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

용함으로써, 지식의 전파가 가능해진다. 특히 이러한 개인 단위의 경제

주체는 지식의 전파 및 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Bunell and Coe, 2001).

한국 중소기업은 또한 현지 노동력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원

청 기업이 주관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초국적기업은 초국적기업의 근로자 및 하청기업을 대

상으로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하청기업들은 초국적기업의 연

단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여 위탁교육하고 있음을 확



- 85 -

인 할 수 있었다. 초국적기업이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짧게는 현지

에서 주 1회 소집 교육으로 이뤄지기도 하며, 길게는 한국에 위치한 연

수원에서 최대 2주가량 합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교

육훈련비용에 대하여 한국 중소기업은 일부만을 부담하고, 한국의 초국

적기업이 남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 한국 중소기업은

특별한 교육훈련비용에 대한 지출 없이 양질의 근로자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함을 강조하였다.

한국 하청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노동력을 쉽게 치환 가능한 단순 생

산 작업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으나, 너무 잦은 이직을 부

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현지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완벽히 교육시키는 데 제한 사항으로 작용

한다. 현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경

력직으로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며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다

양한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활동의 지식 및 정보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2. 한국 및 베트남인의 현지 창업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이후 나타나는 현지 창업 활동은 베트남 내

미비한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작용 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

국 기업의 한국인 주재원의 현지 창업뿐만 아니라, 현지 근로자의 창업

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금력 특성 때문에 실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지 생산

직 근로자의 창업의 움직임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초

국적기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들에게는 이직 후 재취업 혹은 자영업 창

업이 나타나곤 한다(초국적기업 사원 F와의 인터뷰). 대다수 현지 생산

직 노동력들이 한국계 기업에 종사함으로써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한

국계 혹은 외국 초국적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앞선 한

국 기업이 인적 자원의 훈련의 장으로 역할하며 이에 따라 노동력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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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 하는 바이

다. 그러나 생산직 노동력들이 한국 기업에 종사하며 축적할 수 있는 자

본의 규모가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제조업 분야의 창업은 제한적으로 나

타난다. 현지 노동력이 퇴사 이후 재창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영세한 자

영업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밝히며, 대다수 고향으로 되돌아가 경

제활동을 유지하는 특성이 나타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베트남 현지인의 창업 과정과 달리 한국인 경우 현지인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소유 자본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자산업 제조업 내부에서도 세부 산업별로 창업의 움직임이 서

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한국의 초국적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

는 한국인들의 경우, 베트남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며 현지에서 부족한

산업 시장을 파악하고 스스로 개척하려고 한다. K의 사례의 경우, 초국

적기업 재직 당시 최초 2011년 베트남에 파견되어 1년 여간 현지 주재원

생활을 지내었다. 초국적기업 퇴사 이후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

던 한국 중소기업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정

을 총괄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베트남 근무의 노하우를 적극 활

용하였다.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끝난 이후, 새로운 베트남 진출 한

국 기업의 생산 설비 유지 보수 직군으로 제조업 지원 산업 분야로 창업

을 하였다. 초기 창업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 기업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

업의 이점을 갖기도 하였는데, 이는 앞선 한국 중소기업의 베트남 투자

를 통해 얻고자 하였던 이점과도 동일하다.

그러나 동일한 제조업 분야 혹은 제조업 연관 산업 분야에서도 그 세

부 업종에 따라 창업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로 환경안전관리 및 산업기반시설을 꼽을 수 있

다. H 기업 사례의 경우 한국 초국적기업의 환경 직군에서 근무하였으

며, 퇴직 이후 현지 창업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H 기업은 실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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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생산하거나 기계류를 유지 보수하는 직군은 비교적 베트남 내 한

국 및 베트남 기업의 수요가 존재하는 데 비해, 환경 직군은 현지 내 산

업 수요가 미미하기 때문에 퇴사 이후 창업의 제한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밝힌다.

한국 직원의 현지 재창업 과정에서 베트남 체류 과정에서 얻어진 새

로운 현지 내 사회적 관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관계적 착근성을 바탕

으로 베트남이라는 영토적 착근성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사례로 작용 할

수 있다. K 사례의 경우 초국적기업 근무 당시부터 함께 일해 온 현지

직원 하나를 지속적으로 육성 및 기술직 노동력으로 교육함과 동시에,

현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U 사례의 경우 한국 초국적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뒤

협력업체의 법인장으로 근무하여 전반적인 생산활동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였던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컨설팅업체 및 베트남 기업과 한국 중

소기업을 중개시켜주는 업종을 창업하였다. U와 같은 컨설팅 기업을 통

해 자본력 있으나 기업 조직의 운영력이나 생산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

는 현지인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 기업과의 연계를 손

쉽게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의 제조업 지식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배경과 동일

한 이점을 취할 수 있음과 동시에 비교적 쉬운 방식으로 현지화를 달성

할 수도 있게 된다.

3. 현지인의 한국 기업 인수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이 베트남 산업에 착근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 자본가에 의한 한국 기업의 인수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가

(emerging market)에서 자본을 축적한 현지 기업 및 자본가에 의해 신

흥국가에 투자한 선진경제국가 기업의 역인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균형이 조정되고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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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inger, 2006). 이러한 글로벌한 트렌드 역시 베트남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산한 한국 기업의 낙후된 설비만을 일부

인수하는 것에서부터, 도산한 한국 기업을 현지인이 인수하는 것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현지인의 한국 기업 인수 과정은 최근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지인의 한국 기업 인수 배경에 대하여 베트남에 근무하는 한국인

법인장들은 대다수 베트남 자본가들이 기존 제조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자본가는 자산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체화된 지식을 흡수함으로써, 시간 및 자본의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한다. 실제 제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듈화된 생산 방식은 개발도상국 국가의 기술접근의 기회의 창으로 작

용 할 수 있다(Gereffi, 2001). 비록 중간 수준의 설계 기술을 포함하는

노동집약적인 활동에 국한된다는 지적(Naughton, 2007)이 존재하지만,

기존 제조업 시설이 열악했던 베트남에서는 가장 빠른 기술 습득의 방식

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현지 관리자의 부재라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기존 한국 관리 인력에게 고임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베트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의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은 베트남 기업이 초기 운영에 필요한 정보

가 완성되고 안정화되면 본인들이 해고될 것을 두려워하며,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에 개입하여 기업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완전히 전수하지 않

는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베트남 자본가의 한국 기업 인수 과정에서 생산을 안정화하고 초기

기존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과 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

에서 한국 기업들의 거래가 감소하게 된다. 이들은 한국 중소기업에 비

해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이들의 거래 관계에 있어 다른 베트남 기업을 대

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자본가에 의한 베트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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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탄생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초기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만, 이것이 베트남 기업이 한국 전자산업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

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기업 인수를 통한 초기 제조

기업 탄생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과거 삼성전자의 사례와

베트남을 연결지어 본다면, 삼성전자 역시 기업의 태동기에 한국으로 유

입된 해외자본에 의한 국내 조립 생산단계를 거쳤으며, 1980년대 초반

OEM 방식을 통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자체개발

및 1990년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경험하였다(김어진, 2013). 현재 한국의

초국적기업은 과거 노동집약적인 수출형 국가에서 점차 선진 기술을 추

격 및 습득하여, 현재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한 경우가 존재

한다. 한국 전자산업의 베트남 투자가 2010년도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화 과정에서 비록 현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초

국적기업 주도의 연구개발활동이 현지에서 부분적으로 이식되고 지속적

인 현지 공급사 발굴 노력을 고려해본다면, 베트남의 성공 가능성을 부

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한국 기업 활동을 통한 베트남 내 산업의

고도화 및 지역자산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베트남의 전자산업 생산 네트

워크가 미약하게나마 시작하고 있으며, 추후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자

산업에 편입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베트남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한국 기업활동의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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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제 5장에서는 한국 전자산업 초국적기업 및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이후 나타나는 현지화를 인적자원, 생산 원료 및 소싱, 연구개발의 현지

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 기업들의 현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베트

남 지역 자산의 형성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탐색하였

다.

우선 베트남 중앙정부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공급자 육성 및 연

구개발비중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분공장

형태를 뛰어넘어, 한국 기업을 통한 베트남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

기 위함이다. 그러나 베트남 내 현지화율은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 한국 기업과 현지인들의 견해는 상이하다.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인적자원 현지화는 우선 직군별로 그 정도

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일차적으로 현지 풍

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 비용 절감 목적이었기 때문에 높

은 현지화 수준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관리, 기술직군의 경우, 현지 적

절한 노동력 부재에 따라,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 및 현지 채용 한국인

직원이 주를 이뤄, 낮은 수준의 현지화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영업사원

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언어적 차이 때문에, 현지 노동력이

한국 직원을 대체할 수 없다.

두 번째로, 한국 기업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하여 생산 원료 및 소싱의

현지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핵심 원자재 및 부품은 한국 혹

은 제 3국에서 다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은 포장지와 같은

저부가가치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 한국 초국적기업은 산업기반이 미

비한 베트남에서 현지 공급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다. 인적자원, 생산 원료 및

소싱의 특성은 한국 초국적기업 및 중소기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로, 연구개발의 현지화는 초국적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현지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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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기업의 본사가 일부 하청기업과 함께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초국적기업은 베트남에 연구개발센터가 설립되어 현지 언어 수정

등 낮은 수준의 기술 현지화를 현지 인력을 바탕으로 달성하였으며, 이

를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베트남 내 연구개발활동은

초국적기업의 신제품 양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품의 공정혁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한된 자본력에 인하여, 독자적인 연구개

발활동이 부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현지인력의

참여는 다소 낮게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투자 한국 기업의 현지화과정에서 베트남에 착근

되어 나타나는 3가지 형태의 지역 자산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 기업은

현지 노동력의 교육훈련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며, 현지 노동력은 체험

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한

국인의 경험을 몸으로 체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근로자들에 의한 현지에서 재창업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현지 재

창업 과정을 통해, 베트남의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가 일부

수정 및 분화할 수 있으며, 베트남 현지 지역 산업의 생태계를 보다 풍

족하게 만들어나가는 시작점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현지 자본가에

의한 한국 기업의 인수는 현지 기업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한국의

기술 및 조직운영을 습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베트남 진출 이후 나타나는 한국 기업의 현지화 과정을 도식화 하면

아래의 [그림 5-1]과 같다. 4장에서 살펴보았듯 베트남에 구축된 한국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는 기존의 관계가 이식되어 일부 수정 및 분화되었

다. 현재 한국 기업의 현지화 과정에서 인적자원의 교육이 나타나며, 재

창업 과정에서 베트남에 착근되는 기업의 형성, 베트남 자본가에 의한

한국 기업의 인수를 통해 서서히 베트남 지역으로 한국 기업 활동이 착

근되어 가고 있다. 지속적인 베트남 중앙정부의 현지화 요구와 베트남

산업의 점차적 고도화가 달성된다면, 앞으로 베트남은 한국 기업을 통한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지역 자산으로 형성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 자산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역할 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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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현지화 및 전자산업 생산

네트워크의 수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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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점점 더 긴밀해져가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관계 속에

서, 한국 전자산업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와 현지화 과정에 대한 인식 부

족은 본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다. 한국 제조 기업들의 저임금지역으로의

투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라는 배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해석함에 있어 한국 기업 특유의 기업 간 관계의 특성은 배제되어왔다.

이를 위해 전자산업의 일반적인 특성, 한국 특유의 기업 간 관계, 투자국

으로서의 베트남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 전자산업 중소기업의 베

트남 진출과 현지 기업 운영을 초국적화와 현지화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베트남 지역 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으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하노이시를 중심으로 하

는 홍강 삼각주 권역과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역에 집중해왔

다. 홍강 삼각주 권역은 전자산업으로 특화된 것에 비해, 동남권역에는

의류봉제 및 섬유업의 지리적 집중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한국 제조기

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생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저임금

지역으로의 생산 설비 이전을 희망하였다. 당시 베트남은 개혁개방정책

노선 채택 이후 저임금 노동력의 이점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에 투자

대상지 중 하나였으나, 1990년대에는 한국 기업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삼았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에 따라 다시 한 번 생산 거점의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고, 한국 기업들

은 베트남 투자를 진행하였다. 현재 진행되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는 한 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30여 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관심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2000년대 후반부부터 한국 전자산업의 초국적기업들

이 베트남 북부지역을 생산의 거점으로 삼으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

고,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동반진출의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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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

둘째,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생산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확보라는 일반적인 기업의 해외투자 목적・2010년대 한국 전

자산업 초국적기업의 베트남 내 생산 증가라는 시대적 배경・선 진출 기

업의 투자 권유라는 기업 간 관계가 맞물려 작용하였다. 또한 한국 초국

적기업이 베트남 진출 이후 생산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현지 안

정적인 공급자 확보하고자 하청기업과의 동반진출이 나타났다. 하청기업

입장에서 초국적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거래물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의 기업 간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 및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한

국 전자산업 초국적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진출은 호혜성이 나타나게

되었으나, 베트남 진출과정에서 기존 초국적기업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

가 베트남 현지에서 재현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실제 베트남에서 재현된

한국 기업 간 관계에서, 하청기업의 위계적 질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초국적기업은 안정적인 공급자로 하청기업이 역할 할 수 있

도록 베트남 진출 이후 재무적・비재무적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한국 하청기업은 초국적기업의 해외진출과 항상 동시에 동반진

출이 나타나지 않으며, 하청 기업 내부의 재무상태・경영진의 투자 성

향・부동산 투자의 이유로 그 시기며 경로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를 유형화 하면 크게 한국 하청기업이 초국적화를 통해 기업이 이전되

는 유형, 초국적화된 기업이 확장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넷째,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고부가가치 생산 참여 기회 확

대, 연구개발지원 등을 요구하며, 현지화율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베트

남 내 한국 기업들의 낮은 현지화율에 대하여 한국인과 베트남인은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한국 기업 활동의 각 부문마다 현지화율

은 차이가 나타난다. 초국적기업과 중소기업 베트남 진출을 위해 생산비

용 절감을 도모하였으므로 단순 생산직의 현지화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생산 및 기업 관리 역량을 가진 현지 노동력과 역량 있

는 베트남 기업 부재에 따라 베트남 기업 및 인력이 고부가가치 산업 부

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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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한국 기업은 단순히 현지의 저렴한 노동비 이점만을 일방적으

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인 입장에서 한국 기

업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의 고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차원에서 지

역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인적 자

원 훈련의 장이자, 한국 기업 종사자 중 일부가 현지 내 창업을 통해 생

산 네트워크의 분화를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현지 자본가에 의한 한국

기업인수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영토적으로 착근되며, 베트남

은 이를 활용하여 전자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 편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전자산업 하청기업의 초국적화는 베트남

진출 이전 형성된 기업 간 관계라는 조직적 착근성을 바탕으로. 한국 초

국적기업과 동반진출이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초국적화 이후 기업 활동

내 차별적인 현지화의 패턴이 나타남을 고찰하였으나, 한국 기업은 베트

남의 산업고도화 수단이자 지역 자산 형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근간으

로 작용 할 기회가 엿보인다. 적절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한국 기업의 노

력이 주어진다면, 베트남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을 고도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학술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실증연구의 대상을 초국적기업에

서 중소기업까지 확장하여 분석의 대상을 넓혔다는 의의를 갖는다. 기존

의 실증연구들에서는 초국적기업의 내부 조직과 해외투자 그리고 그 성

과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를 통해 기 구축된 기업 간 관계가 초국적기

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였으며, 투자

모국의 기업 문화의 조직력이 실제 기업의 해외진출과정에서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정책적으로, 추후 한국 기업의 투자 유입이 예상되는 저개발국가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을 예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저개발국가의 산업수준

및 인적자원의 고도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현지 대학 및 현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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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컨소시움 등으로 현지 역량을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

해 저개발국가의 지역 자산이 형성됨과 동시에 해당 국가의 장기적인 경

제발전의 시작점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 역시 지원하여야 한

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전자산업 기업의

해외진출은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

이었다. 초국적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다소 폐쇄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설문조사 수집의 한계로 정량적인 통계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다수를 2차 자료, 혹은 심층인터뷰를 근거로 삼고 있다. 둘

째, 본 연구의 대상을 북부지역 전자산업으로 국한함에 따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가전의 생산 네트워크 특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추후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가 내 지역 특성 차이・산업별 차이를 반영하여 고

찰하는 연구가 보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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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iver Delta,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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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begins with the fact that the inter-firm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ubcontractors and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

as their customer is one of the main driving forces for their

transnationaliz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inward foreign investment by considering 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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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nationalization and localization of Korean electronic industries

subcontractors in Vietnam based upon the concepts of embeddedness

and regional assets. For this study, literature reviews and the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actors including professors, Korean

subcontractors, and both Korean and Vietnamese workers from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subcontractors were done.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Korean enterprises have invested into Vietnam since 1987

when Vietnamese government adopted the economic reform and

open-door policy so called Doi Moi policy. More than 60% of the

total Korean investment into Vietnam i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but there are sectoral and regional differences of

investment along the time. At the early stage of Korean investment

into Vietnam, investment in the manufacturing of textiles and

garments was concentrated in the region of the Southeast Asian

region including Ho Chi Minh City, while investment in the

electronics industries was concentrated in the region of the Red River

Delta including Hanoi, from the mid-2000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investment of the Korean electronic industries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the northern part of Vietnam and led to investment of

Korean electronic industry subconctracotrs into Vietnam.

Second, Korean electronic industries subcontractors invested into

Vietnam for the purpose of reducing production costs and securing

market opportunities, and the way of their investment is

customer-following overseas expansion. By customer-following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subcontractors, Korean transnational

enterprises had the advantage of securing stable suppliers in Vietnam,

while subcontractors had stable volumes of transaction with their

customer. In terms of inter-firm relationship, customer-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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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expansion of Korean subcontractors let the production

network of Korean electronic industries established before transplanted

into Vietnam, and partly modified in there. Individual Korean

electronic industries subcontractors do not appear to have the same

transnationalization process and may differ according to the time,

route and method of entry.

Third, the Vietnamese government has an intention to pursue

region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the localization of Korean

enterprises activities,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localization along the enterprise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relatively

low level of Korean enterprises in Vietnam, Korean enterprises find a

reason for lack of proper local suppliers and transactions with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ile Vietnamese look for reasons in the

way Korean companies invest and the culture perspective of corporate

activities. Because of the reason why Korean enterprises invested into

Vietnam is to reduce production costs, the level of localization in

simple production jobs is high. Meanwhile, Vietnamese companies and

employees have not been able to participate in high value-added

fields due to the absence of local workforce and Vietnamese

companies. However,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for Vietnam to have

chance for economic upgrading and developing regional assets

through Korean enterprises. Korean enterprises in Vietnam may serve

as the venue for human resources training, local business start-ups

from both Korean and Vietnamese workers and the acquisition of

Korean enterprises by local people create opportunities for Vietnam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production network.

As a result, for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ies subcontractors,

the network embeddedness with the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

make them to be transnationalized. Through the localization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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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s activities after investment into Vietnam, Korean

enterprises are territorially embedded into Vietnam. In the process,

Vietnam might have economic upgrading chance and regional assets

be formed. There is a possibility for Vietnam to have a long-term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Korean compan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broaden the research subject from

transnational corporations as purchaser to subcontractors. In terms of

the policy, policy-maker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re expected to

be able to establish policies that reflect the specificity of the Korean

inter-firm relationship when they attract the inward foreign

investment.

keywords : Vietnam, electronic industries, customer-following

overseas expansion, Korean subcontractors,

transnationalization,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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