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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
치하기 위한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베트남은 TPP의 높은 수준의 공동규범을 수
용함으로써 국내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는 베트남의 투자환경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
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도발전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
한 중요한 입지 우위로 간주된다. 베트남이 체제전환과정에서 추진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법제
도 정비와 WTO 가입을 위해 시행한 국내 법제도 개선은 TPP 협정문 수용을 위한 제도개선과
유사하다. 베트남의 WTO 가입은 제도발전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증가를 보여주는 있으며,
베트남의 TPP 참여 역시 제도발전을 통한 투자환경개선을 보여주며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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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5년 10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이 타결되었다. 미
국과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메가 FTA
시대가 열린 것이다. 또한 2016년은 베트남의 도이모이(Doi Moi)정책1) 추진 30주년이 되는 해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BK21플러스총괄사업단 연구교수
1) 도이모이 정책은 1986년 베트남에서 시행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개혁개방정책으로 도이모이는 새
롭게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통일 후 베트남이 시도하였던 신경제정책은 사회주의 노선의 부분적인 궤도
수정인데 비하여 ‘도이모이’ 정책은 경제운영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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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베트남은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체제전환에 대한 결과로서 TPP 협상타결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것은 국제경제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베트남의 협상력 강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라는 거대시장 확보를 통한 수출확대라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기도 한다.
1976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패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던 베트남은 이를 극복하
기 위해 1979년 新경제정책, 1986년 도이모이 정책 등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경
제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뒤이어 1995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 가입, 1998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가입, 2007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가
입, 2015년 TPP 협상타결 및 한-베트남 FTA 발효 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확대와 국제경제협
력 강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관련한 정책들을 수
립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 비교
적 성공적인 경제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베
트남의 제조업 성장과 수출확대에 기여하면서 베트남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원종근 2007, 163). 이 같은 배경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적합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베트남은 1987년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시작
으로 1993년 토지법 개정, 2000년 기업법 시행, 2004년 국내외기업의 법인세 단일화, 2005년
투자법 제정 등 법적 체제정비라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
성화하였다. 또한 단기간에 걸쳐 53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시장
과 관세장벽을 없애고(박지은 2016, 23), 2007년 WTO 가입, 2009년 TPP 협상 참여 및 2015년
TPP 타결, 그리고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2018년 유럽연합과의 FTA 발효 예정 등
적극적인 FTA 체결로 개방의 속도를 올리며 국제통상관계에서의 경쟁력과 협상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국제통상에서 베트남은 향후 높은 성장과 발전이 예상되는 중요한 국가로 여겨
지고 있다. 한국에게 베트남은 이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
으로 진출하였던 섬유업 등 제조업 관련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투자를 옮기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본 연구는 TPP 협상의 타결과 이를 수용한 베트남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
은 FTA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라고 할 수 있는 TPP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규범을 수
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역내시장 개방을 넘어서 다양한 부문의 자유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
경구축과 각종 규제정책 완화 및 철폐 등 베트남 법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의미한다. TPP의 높
은 수준의 공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주권영역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공동규범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황기식김현정 2016, 10). 베트남은 TPP 이전에도 WTO
혁이라고 할 수 있다(오인식 19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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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기와 도이모이 정책 도입 시기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직접투자환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국제통상시장에서 주요한
대상으로 부상한 베트남에게 TPP 타결은 투자환경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는 베트남의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투자환경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투자진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지속적인 무역자유화와 국제경제통합의 과정에서 베트남은 TPP라는 거대경제공동체와의
FTA를 통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WTO 가입이 제조업 성장기라고 본다
면 TPP 체결은 제조업 질적 성장과 서비스업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WTO 가입으로 베트남은 섬유와 의류에 대한 쿼터(Quotas) 철폐와 낮은 관세를 포함하여 다른
WTO 회원국들에 대하여 우호적인 시장 접근을 향유할 수 있었고, WTO 가입에 의한 신뢰의
증가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베트남을 그들의 투자활동에 매력적인 목적지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Vo Tri Thanh 2006, 79-80). WTO 가입 시기 베트남의 투자환경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았을 때 WTO 가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WTO 가입에 따른 법제도의 선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들의 결과에서처럼 가입 이후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WTO의 가입이 베트남의 법제도발전으로 이어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요인
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WTO 가입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은 TPP라는 거대경제협력체에 참여하고 있다. TPP
는 아태지역에서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95～100%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외에 비관세 등 무역장벽제거를 위
한 공동체 규범을 수립하는 협정으로(황기식김현정 2016, 8), 베트남은 투자, 노동, 환경, 지적
재산권 등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개방화와 공동체 규범을 요구하는 TPP를 준수하기 위해 자국
의 경제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베트남의 투자환경개선과 국가개
혁 촉진으로 이어져 보다 투명하고 경쟁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매
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외국인투자법, 1993년 토지법, 2000년 기업법,
2004년 국내외기업 법인세 단일화, 2005년 투자법 제정 등으로 나타나는 베트남의 국내법제
도 개선과정은 WTO 가입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준비과정
은 베트남의 경제자유화를 국제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PP 역시 베트남의
국내법제도를 높은 수준의 공동체 규범으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것은 베
트남의 법제도의 국제화는 제도발전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정책 및 법제도의 발전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베트남으로의 투자진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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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베트남의 경제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난 국내 법제도 변화와 WTO 가입과 TPP 참여를
통한 제도적 변화를 분석하고 해당 시기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TPP가 베트
남의 투자환경에 긍정적인 개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증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장에서 TPP라는 지역경제협력의 공동규범 수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
펴봄으로써 베트남의 제도발전 추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또한 제도발전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TPP가 높
은 수준의 공동규범을 수렴을 통해 베트남의 제도발전에 영향을 끼치며 이를 통해 투자환경
이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
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법제도들을 분석하고 국
제경제통합을 통한 무역자유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베트남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를 분석하여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부(2014)에 따르면 베트남은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로, 높은 무역장벽은 외국
기업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베트남은 TPP 참여를 통해 국영기업보호 완화, 관세 및 비관세영역 개방 등 TPP 참여국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국가이다. 한국의 주요투자국인 베트남의 TPP 참여가 투자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는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현재
TPP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 중인 한국정부의 전략수립에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지역경제협력에서 공동규범 수렴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개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으로의 공동규범 수립을 위해 TPP는 공정 및 생
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2)에 대한 공동규범 수렴을 통해 역내국의 이익
을 추구하고 있다. 거대단일시장 구축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 GVC) 세분화
2) OECD(1997) 보고서에서는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해 상품이 제조되거나 처리되고, 천연자원이 추출되
거나 수확되는 방식(the way in which products are manufactured or processed and natural resources are
extracted or harvested)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것은 상품의 생산 또는 공정 방식에 기초하여 상품에
세금이나 규범적 부담을 지우는 주된 정부조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describing the focus of government
measures that impose taxes or regulatory burdens on goods based on their production or processing
methods)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OECD 1997, 7; Wiers 2001, 102; 이주윤 201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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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 TPP 참여 국가들은 통상 협상 중 공정 및 생산방식에 관한 공동규범
을 수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황기식김현정 2016, 8). 지역경제협력과정에서 공동 및 생산방
식이라는 높은 수준의 공동규범 수렴에 대한 연구로는 HIX(2005)와 황기식(2013), 그리고 황
기식김현정(2016)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Hix(2005)는 유럽연합(Eueopean Union : EU)의 사례를 통해 상품규제와 절차규제로 구분하
여 지역경제통합의 과정에서 단일시장 단계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발생하는 이익 증감
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Hix(2005)에 따르면 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 상품규제 차원의 공동규범
이 수립되지 않으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상이한 규제들로 인하여 상품교역에서 비용이 발
생하여 모두에게 불이익이 나타난다. 반면 높은 수준의 공동규범으로 수렴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하므로 지역경제통합 과정에서 상품규제 차원의 공
동규범은 높은 수준으로 수렴된다. 절차규제 차원의 공동규범이 낮은 수준으로 수렴되거나 수
렴되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이 낮은 비용으로 상품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많은 이
익을 볼 수 있으므로 선진국은 절차규제를 높은 수준으로 수렴하고자 한다. 때문에 지역경제
협력과정에서 절차규제 역시 상품규제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공동규범으로 수렴된다고
Hix(2005)는 분석한다.
<그림 1> 상품규제 및 절차규제 시 선진국-개도국 이익 증감

출처 : Hix 2005, 263; 황기식 2013, 13

황기식(2013)은 지역경제통합이 지역 내 국가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규범
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진행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규범의 수준에 따라 ①상호
권고 방식(mutual exhortation), ②낮은 수준 최소표준방식(low minimum standards), ③다자간
협약(multilateral agreement, WTO) 혹은 다자주의 이상의 협약(WTO+)에의 양자 간 인정 혹은
다자간 기준의 정도를 제시하는 방식, ④각 규범 영역에 관한 완전 조화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황기식 2013, 8-10). 황기식김현정(2016)은 TPP의 협상의 타결이 아태지역의 FTA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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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협력이 높은 수준의 공동규범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베트남의 참여
는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아태지역에서의 지역경제통합에서 나타
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은 시장개방수준이 낮고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TPP를 수용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규범의 수렴은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를 의미할
수 있다. 때문에 TPP의 참여는 베트남의 법제도의 정비 및 개선, 다시 말해 제도발전이라 말
할 수 있다.

2. 제도발전과 투자환경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은 투자대상국의 지리적 위치,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 숙
련된 노동력, 산업화 수준, 교통통신 시설, 시장안정성, 정부정책, 법 체제, 제도적 투자환경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자국에게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가져다준다고 인식하여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
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가 있어 왔다(최원익 2006, 28). 본 연구는 베트
남이라는 경제체제전환국이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시행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 제정, WTO 가입
을 위한 법제도 개선, TPP 협상 참여를 위한 제도개혁 등 제도발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국가나 지역차원의 정책과 제도발전 차원의
투자환경 개선이 외국인직접투자를 결정하고 유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바라보는 대표적
인 연구로는 Dunning(1988), Bevan et al.(2004), 민기(2002), 김태은구교준(2007), 이병기(2008)
등을 꼽을 수 있다.
Dunning(1988)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은 기업특유 우위, 내재화 우위3), 입지 우위
에 의해 결정된다. 그 중에서 입지 우위란 국내보다 현지 국가에 진출할 경우 현지 국가의 우
호적인 정책이나 자연자원, 수송비의 절감 등과 같은 우위를 말한다(민기 2002, 149). 기업특유
우위와 내재화 우위는 기업차원의 결정요인이지만 입지 우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국가 혹은 지역차원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UNCTAD 1998, 89; 김태은구교준 2007, 206). 입
지 우위는 구체적으로 정책차원(policy framework), 경제요인(economic determinants), 사업촉진
3) 기업특유의 우위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대상국의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기업특유
의 우위로, 이를 동기로 투자가 발생한다는 보는 것이다. 내재화의 우위는 외국기업이 외부시장을 이용
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하고 거래의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부시장을 창
조하는데 이러한 내부시장의 창조가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민기 200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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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business facilitation)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정부규제는 정책차원의 일부로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Dunning 1998; UNCTAD 1998, 89; 김태은구교준
2007, 206). 이것은 특정지역에 투자할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투자 시에 갖는 이점을 의미
하는데 생산요소 비용, 운반비, 통신비 등 인프라 비용, 관련 인프라 및 연관 산업(기업)능력,
정부간섭 및 규제, 수입규제, 투자유인, 투자환경, 정치적 안정성, 경제 하부구조, 국제간 문화
적 거리 등이 해당한다(Dunning 1980, 13). 정부의 유치정책 및 지원, 제도의 선진화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Bevan et al.(2004) 역시 경제제도의 발전과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업
의 전반적인 생산 활동이 경제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경
제제도와 투자환경의 발전 정도가 매우 중요한 입지 우위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황기식박선
화 2009, 258). 제도환경이 중요한 입지 우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효율적인 시장은
제도의 지원에 의지하고, 제도는 시장 경제라는 게임에 공식적비공식적인 규칙 및 낮은 거래
비용과 정보비용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법률 및 정부 차원의
조치와 제도는 기업의 사업 전략, 운영,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제도 환경
이 글로벌 기업 우위요인으로 발전한 곳을 찾아 투자를 실행한다(Bevan et al. 2004, 44-46; 황
기식박선화 2009, 258).
제도발전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국내연구 중에서 김태은
구교준(2007)은 큰 틀 하에서 정부정책을 해외자본 유치에 매우 중요한 요인을 보고 있다. 정
부정책 중 유치국가의 각종 규제, 인센티브, 정부투명성, 지적재산권, 환율규제 등은 외국인직
접투자 유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
이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관련 규제의 완화라는 정책적 선택을 하고 있다(김태은구
교준 2007, 206). 이 외에도 민기(2002), 이병기(2008)는 정책과 법제도, 투자환경이 외국인직접
투자의 중요한 유입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기(2002)는 투자유치국가가
가진 자연자원이나 경제적 여건과 같은 비정책적 요인에 의해 투자금이나 투자의 종류가 영향
을 받기도 하지만, 투자유치국가의 정책적 요인들에 의해 투자 유치국가가 유치할 수 있는 투
자금액이나 투자의 종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기 2002, 146). 이병기(2008)는
1980년대 후반 아일랜드의 고속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사례
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
할 수 있는 법제도의 선결이 매우 중요하며, 법인세 인하는 이 같은 정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병기 2008, 7-10).
이처럼 정부의 법제도와 정책의 발전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
다.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관련한 체제전환을
위한 자국내 법제도 정비, WTO 가입를 위한 경제제도 개선과 개혁이 그러하다. 때문에 TPP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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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진화된 협정체결은 베트남의 제도개선과 발전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것은 투자환경개선
으로 이어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Ⅲ. 베트남의 경제체제전환과 투자환경 변화
1.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국내법제도 구축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실패로 경제위기를 경험한 베트남은 1979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인 경제체제전환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배경은 국내 차원과 국외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먼저 국내 차원에서는 집단농장
운영 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높은 국제수지 적자가 배경이고, 국외 차원에서는 동유럽과
소련의 경제위기로 인한 지원중단과 인근 ASEAN 국가들과의 경제격차가 커져감에 따른 사회
주의경제체제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들 수 있다. 이에 베트남은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차원으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투자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7년 외국인투자법과 1993년 토지법 제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하에서의 집단농장체제 축소 및 폐지, 개인과 기업의 생산 활동 제약 철폐 등 자유로운 시장활
동과 사유재산권을 인정도 이루어졌다.
1987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목적은 외국과 경제 및 과학 협동의 확대, 수출의 촉진,
천연자원, 인적자원 및 그외 국가의 잠재적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
시키는 것으로, 우선투자분야를 수출촉진 또는 수입대체품의 제조를 촉진하는 계획, 첨단
기술을 요하는 계획, 베트남에 존재하는 일차자원을 사용하는 노동집약적 계획, 인프라 구
축계획, 많은 외화를 획득하는 서비스(관광, 선박수리, 항만 및 항공에 있어 서비스)로 두었
다(전외술 1996, 235-236). 당시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직접투자 증진을 위해 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지만 법의 시행에 대한 불명확성과 급격한 변화, 외국인투자에 대
한 단순한 내용 등으로 인해 처음 1년 동안 서방의 對베트남 투자 반응은 굉장히 미온적이었으
나 그 후 2년 동안 완만한 증가율을 보였다(권재열 1996, 214-215). 베트남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0년 1차, 1992년 2차 개정을 거쳤고 2005년에 해당법을 투자법으로 대체하
였다. 1993년 제정된 토지법은 1998년 1차, 2001년 2차, 2003년 3차, 2013년 4차 개정을 거쳤
다. 토지법은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토지의 생산성과 효율적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농업경제
의 활성화 등을 위해 민법, 토지법 등 하위 법규범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매매와 저당권설정,
상속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여 사실상 일정 범위 안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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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조은래 2015, 272-273). 베트남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체제 하에서 개
인이나 집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1차적으로 국가 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투자환경
의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토지소유를 본 토지법을 통해 장기임대 등의 형식으로 인
정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베트남은 기업법(2001), 국내외기업의 법인세 단일화(2004), 투자법(2005) 제정
등 법적 정비를 더욱 가속화하였고 외국인투자자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베트남의 기업법은 회
사법과 개인기업법을 통합한 법으로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외국인직접투자가 허용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업법은 적용범위의 확대, 기업설립절차의 간
소화, 경영자주권의 확대 등 법제의 통일화와 절차의 단순화, 자주권 인정 등을 특징으로 한다
(서현제 외 2008, 171-172). 2005년 베트남은 내외국인 차별조항을 없애는 新기업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국내외 기업의 법인세를 28%로 단일화하였다. 이는 외국기업의 세율이 3% 인상
되고 내국기업의 세율이 4% 인하되는 단일화였지만, 당시 베트남의 법인세가 다른 인근 국가
보다 낮은 세율이었고 기존 투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내투자장려법(1988)과 외국인투자법을 통합한 투자법을 제정하여 국내외기업들의 투자활
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이는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
하는 법률 제정으로 투자환경 개선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의 이러한 법적 환경
구축은 베트남이 WTO 가입에 대비하여 국제경제통합을 위한 시장자유화를 높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사전조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자국의 법적 체계
구축과 개선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시장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경제통합을 통한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베트남은 1995년 ASEAN 가입, 1998년 APEC 가입, 2006년 WTO 가입,
2015년 TPP 타결 등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추진과 국제경제통합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투자환
경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과정은 중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베
트남과 함께 사회주의체제국가로 공산당 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전환한 성공
적인 사례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두 국가 모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많은 경제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여러 형태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여 WTO 가입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급속히 증가했다(최원익 2006, 29). 중국의 경우처럼 WTO 가입은 외
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며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
으며 이는 투자 유입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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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 60% 이상이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게 될 경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었다(원종근 2007, 166).
WTO 가입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국가적 위상 강화 등 베트남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이
었다. 이에 베트남은 대내적으로는 WTO 가입에 필요한 내국법 정비를 통해 국제규범과의 조
화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특히 내외국인 가격차별, 이중가격제 등을 철폐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WTO 조기가입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 및 제정,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에 역점을 두었다(권율 2006, 70-71). 이후 베트남은 WTO 가입으로 안정
적인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세계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이후 WTO
개방 일정에 맞추어 분야별 시장 개방, 규제완화, 법 정비, 관세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경제에 통합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중국을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투자대상국가로 부상하였다4).
WTO 가입으로 세계시장으로의 진입과 무역자유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 베트남이 선진국 수준의 높은 개방과 통상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TPP 협정을
타결하였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하고 높은 수준의 규범 준수를 통한 경제개혁으로 양질
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목적으로 TPP 협정에 참여한 베트남 정부는 TPP 협상 참여를 위해
2015년 新관세법 시행 등 다양한 제도개혁을 추진하였고 시장의 투명성과 중립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개혁을 촉진하였다. TPP는 기존의 무역협정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세, 비관세 장벽해소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자유화를 강
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 환경조성,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등이 TPP 협정문에 중요
한 항목으로 추가되어 있다(김형주이지홍 2016, 12). 공정경쟁 환경조성,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등의 영역은 주권영역에 해당한다. 베트남은 주권영역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협정문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WTO 가입 이후 다시 한번 국내 경제개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다. 이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입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
하하는 95～100%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외에 비관세 등 무역장벽제거를 위한 공동체 규범을 수립하는 협정이다(황기식김현정 2016,
8). 특히 TPP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
4) 이동현. 2015. “베트남, WTO 가입 그 후 8년.”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nontariff-detail.html?&MENU_CD=M10018&SCH_TYPE=SCH_SJ&MODE=L&SCH_CMMDY_CATE_CD=
00000&SCH_TRADE_CD=0000000&ARTICLE_ID=5027683&UPPER_MENU_CD=M10004&BBS_ID=
10&ARTICLE_SE_M=ALL&SCH_VALUE=&MENU_STEP=2&SCH_AREA_CD=00000&Page=1&ART
ICLE_SE_S=&SCH_NATION_CD=000000&SCH_START_DT=&RowCountPerPage=10&RowCountPerP
age=10&SCH_END_DT=(검색일: 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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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산업통
상자원부 2015, 2).
<표 1> TPP 국가별 양허 현황(품목수 기준)
구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전체

100%

95%

99%

100%

99%

100%

공산품

100%

100%

100%

99.8%

99.6%

100%

구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전체

100%

100%

99%

100%

100%

100%

공산품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5, 7.

TPP는 가장 발전된 규범을 지향하는 바, 기존 FTA의 조항이 더욱 구체화 혹은 개선되거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19장 노동5), 20장 환경6) 챕터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박정준 2015, 17). 노동기준 준수는 노동의 이동에 관한 양허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는 공정 및 생산과정에서 노동기준을 준수할 공동 규범을 설정하는 것에 관
한 문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준수를 위해 이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에서 생산
된 제품을 수출하거나 같은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
려는 의도를 지닌다(황기식 2013, 11). TPP 협정문에서는 각 참여국은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이하 ILO)가 선언한 기본권7)을 채택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8). TPP 참여국들은 각국이 자국법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 TPP 협정문에서 노동에 관한 조항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조 정의, 제2조 공동서약
성명서, 제3조 노동권리, 제4조 Non Derogation , 제5조 노동법률시행, 제6조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제7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8조 대중 인식과 절차적 보장, 제9조 대중공개, 제10조 협력, 제11조
Cooperative Labour Dialogue, 제12조 노동위원회, 제13조 Contact Points, 제14조 대중참여, 제15조 노
동협의
6) TPP 협정문에서 환경에 관한 조항은 총 2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조 정의, 제2조 목적, 제3조
일반적 약속, 제4조 다자간환경협약, 제5조 오존층에 대한 보호, 제6조 선박오염으로부터 환경 보호, 제7
조 절차적 사항, 제8조 대중참여 기회, 제9조 대중공개, 제10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11조 환경성능
향상 위한 자발적 메커니즘, 제12조 협력체제, 제13조 무역 및 생물다양성, 제14조 침입 외래생물종, 제
15조 저배출 및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 제16조 해수면 어획 수산물, 제17조 보전과 무역, 제18조 환경상
품 및 서비스, 제19조 환경위원회 및 연락처 제20조 환경협의, 제21조 수석대표 협의, 제22조 각료협의,
제23조 분쟁해결
7) ILO의 기본권은 다음과 같다. ①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 ②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
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③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금지,
④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이다.
8) TPP 협정문 19조 3항 Labou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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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개국 내에서 만큼은 최소임금, 근무시간, 산업안전 및 보건과 더불어 아동노동에 대한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고 강제노동을 철저히 지양하며, 노동관련 사안 또한 TPP 분쟁해결재판
에 회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박정준 2015, 17).
환경조항에서는 환경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요청, 환경법 집행에 대한 사법적, 준사법적,
행정적 적법절차 준수,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 또는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자발적 감
사보고 및 정보공유,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달성 및 유지를 위한 제도
와 메커니즘을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 분쟁 발생 시 협의 및 해결
절차 역시 포함하고 있다(황기식김현정 2016, 20-21). 이는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 추진, 높
은 수준의 환경보호, 국내환경법의 실효적인 적용과 집행,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이행, 절차
적 보장, 분쟁해결 등 일반적 환경규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대중 참여 및 공개 등 의무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황기식김현정 2016, 20). 이처럼 TPP는 참여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영
역에 대해 공동규범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까지 베트남은 Samsung, Toyota 등 다양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분야뿐만 아니라 섬유 및 의류 분야의 많은
해외기업들이 TPP를 통해 베트남으로 투자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PP 참여를
통해 베트남은 양방향 무역거래 촉진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와 다양화 및 규모 확장, 외국인직
접투자 유치 가능성 제고, 선진국의 기술지원혜택, 경제구조개혁, 국가경쟁력 향상, 경제성장
등 다양한 경제발전 기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종합하자면 TPP는 95-100%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영
기업 우대철폐, 노동, 환경 등 글로벌 공동규범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이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외국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해 보다 중립적이고 투명하며 자유화된 투자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분석
연 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며 제2의 중국으로 불릴 만큼 투자 유망국으로 부
상하고 있는 베트남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베트남은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개도국 중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베트남이 처음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을 당시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후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토지법 시행 등 법제도 정비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과 미
국과의 국교 수립, ASEAN, APEC 가입 등으로 국제경제로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직접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시기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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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WTO 가입이 이루어진 2006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금액은 전년대비 2배가 증가하
였고 2007년에도 전년대비 2배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년대비 3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3년 동안의 투자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12년
부터 다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표 2> 1991-2014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금액 (허가 및 등록기준)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금액

1,284.4

2,077.6

2,829.8

4,262.1

7,925.2

9,635.3

5,955.6

4,873.4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

2,282.5

2,762.8

3,265.7

2,993.4

3,172.7

4,534.3

6,840.0

12,004.5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21,348.8

71,726.8

23,107.5

19,886.8

15,618.7

16,348.0

22,352.2

21,921.7

* Including supplementary capital to licensed projects in previous years.
출처 : 베트남 통계청 통계자료

<표 2>를 통해 베트남의 자국 내 법제도 개선과 WTO 가입 등 제도발전 노력이 외국인직접
투자 유입의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O 가입을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되어온 내외국인 차별해소, 투자법규 체계 일원화를 위해 과거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
을 통합하여 새로운 투자법 발효한 것과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면서 국내투자기업들에게만 시
행되던 토지사용권, 금융지원, 진출분야 등 특혜들이 철폐되어 외자기업들이 보다 유리하고 공
평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권율 2006, 73) 유인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WTO 가입 후 약 4년 동안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매우 높은 외국인직접투
자금액 유입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이러한 영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PP는 WTO 가입처럼 베트남에게 높은 수준의 개방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 노동,
환경, 지적 재산권 등의 개방과 국내경제개혁을 요구하는 공동규범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WTO 가입 시기에서처럼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금액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가
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처럼 저렴
한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초기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노동집약형산업인 섬유 및 의류산업은 베트남의 주
요 경제성장 산업으로 이번 TPP의 가장 큰 수혜산업 중에 하나이다. TPP를 통해 베트남은 미
국과 일본의 의류수입시장에서 현재 가장 큰 의류수출국인 중국을 제치고 베트남이 가장 큰
의류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산업에 대한 TPP 원산지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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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사로 제작된 의류제품의 관세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원사기준(Yarnforward)’을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베트남에서 생산된 원사로 제작한 의류제품을 수출하여야
만 TPP의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표 3> 업종별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단위: 백만 달러
업종
농업, 임업, 어업

*

(2013년까지 누적금액)
3,721.8

2014*
136.4

광산업

3,375.3

107.3

제조업

141,406.7

15,505.4

전기, 가스, 냉난방 공급업

9,774.8

228.4

상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및 재생

1,348.5

63.3

11,400.4

1,084.7

도소매, 차량수리

4,030.7

404.8

교통운수, 물류저장

3,755.3

176.7

숙박, 식음 서비스

11,193.6

494.1

4,124.9

75.9

건설업

정보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전문직 서비스, 연구개발(과학기술) 서비스

1,332.4

9.7

48,279.8

2,832.8

1,797.4

278.6

관리 및 사무서비스

211.6

8.6

교육 및 훈련

819.9

77.5

보건의료 사회복지

1,754.6

415.7

예술, 위락, 레저

3,634.2

14.6

754.1

7.2

기타 서비스

* Including supplementary capital to licensed projects in previous years
출처 : 베트남 통계청 통계자료

TPP 이후 베트남의 부품 및 소재산업에서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품 및 소재
산업은 베트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 중에 하
나이다. 이 역시 TPP 원산지기준을 통해 역내 전자부품 조달 시, 관세인하 등으로 가격 및 제
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관련한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으로 진출하였던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외국인직접
투자환경의 급속한 악화에 따라 상당수가 환경변화에 대한 불안을 느껴 해외 생산공장을 베트
남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원종근 2007, 144). 이 같은 현상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나
타나기 시작해 이 시기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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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금액(2006-2015)
단위 : 개, 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금액

599

1,300

1,378

616

858

1,052

974

1,139

1,593

1,498

11,006

신규
법인수

269

404

287

163

217

191

195

311

432

515

2,984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를 살펴보면 2006년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인 2007년에는 전년대비
2배 높은 금약이 투자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베트남으로 진출한 신규법인 수도 2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시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있다.

<표 5> 업종별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금액(2006-2014)
단위 : 천불
업종대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2006

2008

2010

2012

2014

354

3905

2038

1,830

412

광업

187,499

215,757

157,893

169,624

229,753

제조업

300,789

698,999

467,137

533,122

1,011,850

0

na

na

18,516

36,631

35

1,030

127

100

39,746

93,054

34,933

34,895

22,069

6,372

17,143

28,861

119,249

54,923

739

3,497

5,298

1272

6,063

25,790

30,148

14,254

22,179

35,418

1,821

3,717

3,996

8,686

10,24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0

83,201

75,607

11,664

87,659

17,559

221,144

54,212

40,806

74,41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7

3,845

2,369

563

2,1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06

174

381

150

14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0

na

na

na

na

교육서비스업

283

1,095

718

240

550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435

442

100

99

127

15,246

1,430

8,916

10,648

20,352

369

184

554

76

445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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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베트남 투자제조업종 중에서 섬유 및 의류산업과 관련한 제조업분야진출 투자금액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제조업종별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금액 순위비교
단위 : 천불
제조업종(금액)

순위

2006

2014

1

의복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66,35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85,955)

2

1차 금속제조업(53,240)

의복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24,871)

3

식료품 제조업(30,520)

전기장비 제조업(109,402)

4

전기장비 제조업(27,605)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87,240)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24,0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69,360)

6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22,545)

1차 금속제조업(53,76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15,50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49,531)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8,583)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49,081)

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6,08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43,126)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5,62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1,231)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자료 저자 재정리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2006년의 對베트
남 제조업종의 투자경향을 살펴보면 투자금액 기준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업, 1차 금속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약 8년이 지난 2014년의 對베트남 제조업
종의 투자경향을 살펴보면 투자금액 기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
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베트남 제조
업투자의 경향이 섬유 및 의류업 등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등 핵심부품 및 소재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단순 섬유가공의 제조업 투자에서 1차 금속, 전기장비 제조, 전자부품 등으로
투자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개방분야인 유통업,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5, 194). 베트남 정부의 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전략을 활용하고 TPP의 원산지 규정과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투자접근이 유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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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TPP는 아태지역 경제협력으로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높은 공동규범을 수
렴하였다. 참여국 중 낮은 경제발전과 시장개방 수준을 보이는 베트남은 외국계기업의 시장
진출 등 경제개방에 매우 제한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TPP 참여를 위해 상품무역,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금융 등 관련 분야를 개방하고 공공규범 수립에 참여하고 수용
하였다. 경제공동체의 공동시장의 조화와 안정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의 상품규제와 절차규제에 대한 공동규범이 높은 수준으로 수렴되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가
져올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TPP 라는 높은 수준의 공동규범을 수용하였다. 공동규범 준수를
위한 베트남의 법제정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베트남의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TA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되는 TPP 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베트남의 사례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986년 도이모이
정책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체제전환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공적인 시장경제체제전환을 추진하고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서는 외국자본이 필요하였던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입하기 위해 관련한 법제도 구축
을 추진하였다. 외국투자법을 비롯한 1990년대 추진되었던 관련 법 제정은 투자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WTO 가입을 대비한 사전조치의 역할도 함께 하였다.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한 준
비과정에서 내국법 정비를 통해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내외국
인 가격차별, 이중가격제 등을 철폐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개혁개방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베트남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거대경제권들과 TPP
를 타결하고 투자유망국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5-6%의 경제성장률과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를 유지하였다. 베트남의 이러한 경제성장과 투자유치에는 많은 여러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법제도 개선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TPP 타결은 베트남의 법제도 개선과 국제규범과의 조화라는 투자환경 개선을 모두 포함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PP 협상과정에서 다른 참여국들이 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무역자유
화를 갖추기 위해 베트남은 국내경제제도들을 개혁을 추진하였고, 비준 이후에는 TPP 공동규
범 준수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은 투자환경개선으로 이어져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의 WTO 가입 시기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변화가 그 예이다. 베트남의 법적 제도발전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한 것이다.
베트남은 TPP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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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였고 이러한 TPP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ASEAN 국가
중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큰 영향
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베트남 시장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기업들도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에 신
속히 대응하여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섬유,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등 산업에 진출하여
선점 효과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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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한국 교육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망”, 미래정치연구(2016년 2월), “한중 FTA 역외가공지역 실
정 가능성과 지정 효과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2016년 1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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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PP and its Potential Impact on Vietnam’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Hwang, Ki Sik․Park, Sunhwa
(Dong-a University)

In the circumstances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lays an important part in the context
of economic development, the study has researched factors to attract the FDI.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a change in Vietnam’s FDI attraction policy and the enforcement of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have impacted on Vietnam’s inward FDI. Institutions are widely regarded as
a crucial locational advantages for attracting FDI. This study tries to analyse economic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of transition country, which are transforming Vietnam’s economies from
socialist system to market based one. This research consistently argues that changed and improved
economic/institutional environments are important in terms of attracting inward FDI.

Ketwords : Vietnam,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estment environments, Institutional
Development, Trans-Pacific Partne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