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베트남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TASK) 센터
조성 및 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Vietnam TASK Center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ogram

2018. 01.

산업통상자원부

목

보고서 요약

차

······················································································································

PDM(Project Design Matrix)

Ⅰ 수원국 현황
국가 개요
정책
산업

······················································································

8

18

·············································································································

19

1.1.

··········································································································

21

1.2.

····················································································································

27

1.3.

····················································································································

35

.

Ⅱ 국내 현황
정책
산업
.

·················································································································

59

2.1.

····················································································································

61

2.2.

····················································································································

64

Ⅲ 조사대상 프로젝트 개요
사업배경 및 목적
추진 경위
사업 개요
.

·······················································································

8
5

3.1.

····························································································

87

3.2.

··········································································································

92

3.3.

··········································································································

92

Ⅳ 타당성조사 수행체계
.

·····························································································

Ⅴ 타당성조사 내용 및 범위
센터 설립
산업현장 기술지도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시험 인증 분야
사업 경제성 및 편익 분석

···················································································

.

9
9

103

······························································································

105

5.2.

························································································

105

5.3.

·····················································

106

5.4.

······························································································

106

5.5.

···········································································

106

5.1. TASK

- 2 -

Ⅵ 타당성조사 수행 결과
각 분야별 타당성 분석
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산업현장 기술지도 타당성 분석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타당성 분석
시험 인증 분야 타당성 분석
각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센터 설립
산업현장 기술지도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시험 인증 분야
사업 경제성 및 편익 분석
경제적 편익 분석
사회적 편익 분석
.

·························································································

6.1.

····················································································

110

···························································

110

6.1.2.

······················································

112

6.1.3.

··················

120

6.1.4.

····························································

122

···········································································

125

···················································································

125

6.2.2.

··············································································

131

6.2.3.

··········································

134

6.2.4.

····················································································

139

···········································································

143

6.3.1.

················································································

143

6.3.2.

················································································

145

6.1.1. TASK

6.2.

6.2.1. TASK

6.3.

Ⅶ 추진성과 및 시사점
추진성과
활용방안
시사점
.

·····························································································

108

148

7.1.

··········································································································

150

7.2.

··········································································································

154

7.3.

··············································································································

157

·················································································································

160

Ⅷ 참고자료
.

Ⅸ 프로젝트 소요예산
.

Ⅹ 부록
부록
.

*

·······························································································

165

·························································································································

169

·············································································

171

1. LoI(Letter of Intent)

- 3 -

표 목 차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1. PDM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8

·····················································································

21

베트남 국가 일반 개황
베트남 지도부 주요인사(권력서열순)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베트남 부품·소재산업 관련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대베트남 국별 외국인 투자 현황
대베트남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베트남 대외 교역동향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 현황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 현황
한국의 對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 상위 8개 업종
한국전자기업 베트남 진출 동향
베트남의 완성차 주요 수입국
베트남 진출 해외 자동차 기업들의 지점 및 지사 현황
최근 3년간 베트남의 자동차부품 수입액 추이
베트남의 주요 자동차부품 수입국
2016년 VAMA 회원사별 자동차 판매량
VAMA 회원사 승용차 모델 중 판매량 Top 5
ICT제조업 전망
세계 전자산업 주요국가 생산동향
세계 전자산업 주요국가·지역별 생산동향
세계 20대 전자기업 순위
한국 20대 전자기업 순위

·····························································

·······················································································
··························

2
4
27

31

····································································

33

································································

33

·······················································································

36

········································································

36

······································································

37

············································································

38

············································································

38

······························································

40

··················································

40

····································································

47

········································································

51

··························

52

··········································

53

································································

53

·······················································

4
5

············································

·································································································
································································
················································

55
66
68

68

················································································

69

················································································

70

- 4 -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전자부품 세계 20대 생산기업 순위
전자산업 인력수요 변화추이 (2009~2016)
한국 자동차 산업 실적
한국 진출 부품 업체
자동차부품산업의 위상
산업별 수출액 및 비중
기업규모별 업체 수
연도별 매출액 추이
세계 주요 10대 연구·기술분야 R&D 선도국가
2016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격차(스마트 자동차기술)
2016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격차(환경친화 자동차기술
한국 총 소요예산 내역(2019~2029년)
한국 1차년도 예산 내역(2019년)
전체 추진일정
당해년도 추진일정
자동차부품 분류
기술지도 프로그램 추진절차
교육과정별 구분 및 과정 내용
장비 선정 및 도입 절차

······························································

72

···················································3 7

···················································································

75

·······················································································

76

···················································································

77

···················································································

78

·························································································

78

·························································································

79

········································

80

·····························
···························

1
8
8
1

···························································5 9

···································································

5
9

···································································································

97

···························································································

98

·····························································································

115

········································································

118

····································································

135

················································································

140

- 5 -

그 림 목 차

그림 1. 베트남 지도 및 지정학적 위치
그림 2. 최근 5년간 베트남의 GDP 및 GDP 성장률 추이
그림 3. 산업 부문별 베트남 GDP 기여 비중(%)
그림 4. FDI 추이 및 국가별 투자현황
그림 5. 주요 업종별 대베트남 외국인투자 현황
그림 6. 2012~2016년 베트남 전자제품 수출입 동향
그림 7. 對한국 전자제품 수입액 동향
그림 8. 베트남 전자제품 시장 규모
그림 9. 전자제품 카테고리별 시장점유율
그림 10. 베트남 전자산업 클러스터
그림 11. 베트남의 연도별 전자부품 수급추이
그림 12. 전자제품 글로벌 가치사슬
그림 13. 연도별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
그림 14. 베트남의 자동차부품(HS Code 8708) 시장 규모
그림 15. 국가별 자동차부품 현지조달 비율
그림 16. 현대·코이카(KOICA) 드림센터 완공식
그림 17. 교통안전공단의 K-City 개요
그림 18. IC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그림 19.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그림 20.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 중 한국기업 순위
그림 21. 자동차 관련 산업의 분포
그림 22. 현대 기아차 글로벌 생산 거점
그림 23. 국내외 자동차 생산량 추이
그림 24.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인력 현황
그림 25. 자동차 엔진용 부품 및 부품제조업 연령별 고용현황
그림 26. 한-베트안 TASK 센터 지원 모델

····································································

22

····································

27

····················································

5
3

·····································································
····················································

39
39

·············································· 24

·····································································

42

·········································································

43

································································

44

·········································································

46

························································

47

·········································································

49

····································································

51

····································2 5

····························································

56

···················································

58

······································································
·························································

2
6
6
5

·················································································

75

················································

76

···········································································

77

··································································

79

·······································································

80

································································

82

··························

83

······························································ 39

- 6 -

그림 27. 베트남 하노이 중앙직할시
그림 28. 한국기업의 경영애로(좌) 및 향후 사업 계획(우)
그림 29. 한국전자업계의 GVC(Global Value Chain) 이동
그림 30. 스마트폰 산업지도
그림 31. 한-베트남 소재부품 기술지도 프로그램 기대효과(비경제적 부분) ···· 19
그림 32. 한-베트남 소재부품 기술지도 프로그램 기대효과 (경제적 부분)
그림 33. 다이나모 성능평가 및 시험결과
그림 34. 제품 개발 및 벤치마킹
그림 35. 무역구조 변화로 본 동아시아 가치사슬(GVC) 변화와 시사점
그림 36. 삼성전자 투자지역 위치도
그림 37. 1층 공간 배치 계획(안)
그림 38. 2층 공간 배치 계획(안)
그림 39. TASK 추진 전략 및 과제
그림 40. 수요기업 생산 현장 기술지도
그림 41.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 및 해석 지원
그림 42. 참여기업(전문가) 모집 공고 사례
그림 43. 전문가위원회 개최
그림 44. 양국 기업간 미팅 및 기술교류
그림 45. 전문인력 양성 효과 (자동차산업 분야의 예)
그림 46. 시험 인증분야에서의 TASK 센터의 역할
그림 47. 라인 구성도
그림 48. 엔진 다이나모 시험 장비
그림 49. 베트남 남북 경제력 비교
그림 50. 주요기업 협력사 해외진출 실태조사 결과
·········································································

94

·································

1
1
1

··································

1
1
3

·····················································································

114

······

······························································

124

·············································································

124

··········

·······································································

1
2
6

127

·············································································

1
2
8

·············································································

1
2
9

··········································································

1
3
0

··································································

131

······················································

132

···························································

SMT

1
2
0

132

·····················································································

133

································································

133

·······································

134

··············································

1
3
9

·························································································

142

·········································································

149

·········································································

152

············································

156

- 7 -

<

보고서 요약 >

수원국 현황
1.1. 국가 개요
구분
내용
국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면적
331,689 m2
기후 평균기온 24.1℃ / 북부지역(아열대성), 남부지역(열대몬순)
수도
하노이
공용어
베트남어
인구
100,515,000명 (2017년)
킨족 85.7%, 따이족 1.9%, 타이족 1.8%, 므엉족 1.5%, 커매족
민족 1.5%, 몽족 1.2%, 눙족 1.1%, 호아족 1%, 기타 4.3% 등 53개
민족
토착 신앙 및 무종교 73.2%, 불교 70%, 기독교 8.3%,
종교
까오다이교 등의 신흥종교 6.2%. 기타 0.1%
통화
Dong, VND
GDP
$ 2158억 2900만 (2017년)
(명목상)
정부형태
민주집중제, 단원제, 일당제, 사회주의, 단일국가
1인당
$ 2,306 (2017년)
1.

GDP

정치적 환경
베트남 공산당은 행정·군사·관료기구를 포함한 국가체제 전반을 통수하
는 정치 기구로서 국가와 사회는 물론 정부와 국회활동에도 지배적인 영
향력 행사
ㅇ 5년마다 소집되는 전당대회는 베트남 공산당의 최대 행사로서 당의 중요
정책 노선 결정, 새로운 당의 규약 인준·채택, 차기 지도부 구성
ㅇ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안정성 지속 전망,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악화된
베트남-중국간 관계
ㅇ 고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부패 척결 강화 움직임
□ 경제
ㅇ 경기부양정책,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 수출 호조와 물
가 안정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ㅇ 최근에는 제조업 부문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 석유 생산과
섬유․의류 중심의 제조업에서 점진적으로 전자․화학․철강 등 고부가가치화
가 진행 중
ㅇ 경제성장은 안정적 성장세 지속, 하지만 국가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서는
고전 중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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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국가 개발 전략
ㅇ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 달러 달성과 함께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도약을 목표
ㅇ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 연평균 6.5~7%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1인당 GDP 3,200~3,5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대외 개방 및 세계경제 통합 노력
ㅇ 1986년 도이머이 개혁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실리적·능동적 경제외교 및
적극적인 대외개방 행보를 일관되게 추진 중
ㅇ TPP 무산 후 베트남 정부의 글로벌 경제 참여 의지 더욱 강화
□ 제조업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ㅇ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
ㅇ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동 부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 발표
□ 민간기업 육성 정책
ㅇ 국가 재정과 대외 자본에 의존하는 현 성장 구조의 개선 방안으로 민간경
제 활성화 방안 대두
□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정책
ㅇ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베트남은 경제성장 견인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 및 투자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ㅇ 해외자금 유치를 위한 자본시장 규제 완화 등 금융시장의 개혁·개방 추
진,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조건부 투자사업 축소
□ 본 사업 관련 정부 조직 현황
ㅇ Vietnames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 산업 및 무역의 발전,
진흥, 관리, 규제, 관리 및 성장을 담당하는 베트남 정부 부처임.
1.3. 산업
□ 산업 개황
ㅇ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이 발달했으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수출입 동향
ㅇ 베트남의 수출입 규모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꾸준한 증가, FTA 확장을
통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등에 따라 매년 증가
ㅇ 최근 한국 기업의 활발한 베트남 진출로 인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
□ FDI 동향
ㅇ 베트남 투자는 2013년 기준으로 급등, 외국인 투자액은 총 24,580건, 3,169
억 달러임(‘17년 11월 누계 기준), 2015년 9월 한국이 투자금액에서 최대
투자국이 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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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
베트남 전자산업의 시장규모 및 수출입 동향을 보면 2012~2016년 전자제
품 수출은 연평균 26.1% 증가했고 2016년 전자제품 수출액은 562억 달러
에 달함.
ㅇ 2013년 휴대전화는 1위 수출품목이었던 섬유·의류 품목을 제치고 베트남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수출액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ㅇ 베트남 전자산업 주요업체 중 삼성, 베트남에 150억 달러 투자, LG는 하이
퐁(Hai Phong)에 15억 달러 투자
ㅇ 장애요인 : 낮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과 수입 원자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베트남 전자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임
□ 자동차 산업
ㅇ 베트남 자동차산업은 1986년의 도이모이 정책 이후 1991년 자본시장 개방
에 따라 1992년에 자동차 조립 업체가 설립됨으로써 시작, 역사가 짧아서
기술과 부품산업 등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
ㅇ (완성차) 최근 관세 인하, 자동차산업 마스터 플랜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2007년 이후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여 201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4% 증가
한 30만대 판매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판매 신기록을 경신
ㅇ (베트남은 주로 태국,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완성차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부터 태국이 대 베트남 1위의 수출입국이 되었으며 인도네시
아 2위, 중국 3위, 한국 4위 순서임
ㅇ 한국, 태국, 일본, 중국 등이 주요 수입국이며, 특히 한국산 부품 수입액이
가장 높으며 베트남의 자동차부품 총수입액의 23%를 차지함
ㅇ (기술수준) 현지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 수준은 금형, 용접, 조립, 코팅
등 제조기술은 기본적이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소재부품 산업 현황
ㅇ 베트남 경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음에도 불
구하고 소재부품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
ㅇ 베트남은 해외로부터 자본재, 중간재 상품 수입을 위해 매년 100~180억 달
러를 지불하는데, 무역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
□ 인력 양성
ㅇ 삼성전자 인력 양성 프로그램 : STP(Samsung Talent Program)
ㅇ 현대·코이카(KOICA) 드림센터 : 2016년 2월 24일 베트남 하노이에 완공
Ⅱ. 국내 현황
2.1. 정책
□ 전자산업 정책
ㅇ 한국의 전자산업의 경우,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육성 정책을 펼쳐왔으
며, 산업 고도화의 기반이 되어 왔음.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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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정책
정부는 각국의 차세대 자동차 개발 경쟁에 대응하여 국내에 다양한 R&D
지원 정책 및 산업기반 조성을 추진
ㅇ (스마트카) 정부 R&D에서 스마트카는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완성될수 있
는 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스
마트 카 개발 및 상용화 추진
ㅇ 환경친화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정책(2016년~2020년)
□ 해외투자 지원 제도
ㅇ 정부기관과 KOTRA, 무역협회 등 12개 수출 지원 기관에서 다양한 해외
투자 및 수출 지원 제도를 운영
2.2. 산업
□ 전자산업 및 시장 현황
ㅇ 한국의 전자산업은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최근에는 ICT산업으
로도 불리우고 있음. 11대 주력 산업군에 전자산업 관련해서 ICT제조업군
으로 분류된 4개(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들어있을 정
도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큼.
ㅇ 2017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생산 및 출하는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고 있
음. 스마트폰 부문은 부진하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성장세가 ICT 경기
를 견인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 및 시장현황
ㅇ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은 높은 기술수준과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여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성장한 산업으로 국가 경제에서 약 10%의 비중을차지하
는 큰 버팀목 역할 담당, 국내에서는 연간 약 450만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의 2배 이상을 해외에 수출
ㅇ 자동차산업은 2만여개의 부품으로 생산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제조업 1위이며, 제조업 생산의 11.59%, 고용의 10.93%, 부가가
치의 11.06% 및 세수는 16%을 차지
Ⅲ. 조사대상 프로젝트 개요
3.1.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배경
ㅇ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베트남 투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현지 기업의
낮은 기술수준으로 GVC(Global Value Chain)에의 진입이 지연됨.
ㅇ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재부품산업을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
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추진 필요성
ㅇ 한국의 소재부품 관련 기술 노하우를 베트남에 전수하여 베트남의 소재부
품 산업분야 육성 지원 필요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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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현지 상시 기술지도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베트남
소재부품 산업 역량 강화 필요
ㅇ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확대에 따른 베트남 현지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대비 필요
□ 추진 목적
ㅇ 베트남 소재부품의 신뢰성 및 품질 향상 역량 제고로 GVC 진입 기여 및
베트남이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ㅇ 베트남은 고부가가치로의 가치사슬을 강화화기 위한 기술인력 양성 등 인적
자원 개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원조 강화
ㅇ 베트남 정부의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에서 정책목표의 하나로
서 고급 인력 육성을 선정
ㅇ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CPS 목표‘과학기술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을 통
해 현대산업국가 진입 지원’에 해당하며 국정과제와도 매우 밀접함.
□ 조사 목적
ㅇ 베트남 TASK 센터 조성 지원의 타당성 조사
ㅇ 베트남의 전자산업 및 자동차산업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ODA 모델 설계
3.2. 추진 경위
□ 사업 추진 경과
ㅇ 2011.4월, 제6차 한-베트남 ODA 정책협의회(베트남 하노이)를 개최, '베트
남 협력전략 2011～2015' 수립․추진
ㅇ 2011년 양국간 "원전건설 및 포괄적 산업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
서" 체결 및 협력사업의 하나로 한-베트남 소재부품협력 사업 시행 중
ㅇ 2018년 2월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개최 및 TASK 센터 추진 서
명
3.3. 사업 개요
□ ODA 모델 개요
ㅇ 사업명 : 베트남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센터 조성 및 지원
(영문명 : Vietnam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VITASK)
Cente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ogram
ㅇ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총 5년)
ㅇ 설립 목적 : 베트남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한-베트남
TASK센터’를 설립하여 베트남의 수요에 맞춘 소재부품 기술역량 제고,
전문 인력 양성, 기업 간 교류협력 확대 등 상시 지원을 통해 베트남 소재
부품산업 발전 및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ㅇ 설립 위치 : 베트남 하노이
ㅇ 사업비 : 총 사업비 약 137억 원(‘19년 : 17억 원)
□ 추진 전략
ㅇ 체계적인 TASK 지원 체계 구축, 지식⦁정보 중심의 고부가 가치형 기업
지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실행
ㅇ T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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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일련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Ⅳ.
□

구분
TASK 센터
설립
산업현장
기술지도
엔지니어
양성
기술 혁신
역량 강화

세부내용
실무진 구성 및 센터 설립
마스터 플랜 및 로드맵 수립
양국 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
수요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
생산현장 기술지도 실시
양국 기업간 기술교류회
교육 과정·교재 개발
강사진 구성 및 초청
교육 실시 및 학위 수여
교육 과정·교재 개발
강사진 구성 및 초청
교육 실시 및 학위 수여
공간 확보 및 세부 계획 수립
시험인증 장비구축
시험인증 장비운영

시험인증

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추진 체계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베트남 정부와 사업 기획 및 계획 수립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TASK 사업 세부 내용 계획 및 시행, 센터
운영 주체

↔

↔

▼

수행기관
·실무진 파견,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분야
기술지도, 교육 과정, 컨설턴트 양성과정 등
지원

↔

추 진 일 정 (연도별)
1차년도 2~4차년도 5~7차년도 8~10차년도

베트남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한-베트남 TASK 사업 계획 수립
▼
산업무역부
·한-베트남 TASK 사업 세부 내용 계획
및 시행
·협력파트너 지정 및 행정지원
▼
베트남 국립대 공대(HNU-UET), 하노이
공대(HUST) 등
·교육과정, 컨설턴트 양성과정 공동운영
·학생 선발 협조 및 행정지원

타당성조사 내용 및 범위
수요 및 타당성 분석 기술 수요 및 현지 한국기업 수요 분석
센터 추진 계획
센터 설립, 산업현장 기술지도,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시험 인증 분야

Ⅴ.
ㅇ
ㅇ TASK
- TAS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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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타당성조사 수행결과
센터 각 분야별 타당성 분석
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ㅇ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투자 증대에 따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 소재부품
의 현지 조달 시장이 커지고 있음.
ㅇ 베트남 정부의 글로벌 조달 허용 요구 및 소재부품 시장 확대, 소재부품관
련 기술 이전 수요 확대
ㅇ 현지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향후 현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
나 적절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산업현장 기술지도 타당성 분석
베트남 기술 수준 조사
□ 전자 분야
ㅇ 글로벌 전자업계의 해외 투자 동향 : 핵심기능만 보유하고 조립은 해외 이
전하는 국제가치사슬(GVC) 분산 체제 확대 중임.
ㅇ 현재 베트남 전자산업은 각 산업분야 중 발전이 늦은 산업 중 하나로 현
지 생산이 내수 수요의 20~30% 정도 부응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함.
□ 자동차 분야
ㅇ 베트남에는 약 50개사의 자동차관련 업체가 있으며 이는 매우 영세한 수
준, 이로 인해 자동차부품의 현지 조달 비율이 매우 낮은편
ㅇ 베트남 현지 자동차 업체들의 기술수준은 용접, 조립, 코팅 등 기본적인
수준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기술 매우 낮으며 산업환경이 열악함
기존 산업현장 기술지도 추진 경과
□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도 추진 경과
ㅇ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도 분야는 한-베트남 소재부품협력사업(2012~2019년)
을 통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기술 전문가가 파견되어 진행되고
있는 분야임.
ㅇ 기술지도사업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단기 출장형태로 원포인트 레
슨식의 기술지도 사업에 한계가 있음.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타당성 분석
□ 엔지니어 양성
ㅇ 글로벌 전자업계가 베트남 진출 이후에 겪는 가장 큰 애로는 현지의 중간
관리자인 매니저 인력 확보임. 또한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음(20%)
ㅇ 해외 진출 자동차부품업체들은 현지 사정과 자동차 관련 기술을 동시에
잘 파악하고 있는 인력의 확보가 어려움
ㅇ 중소부품업체에 취업하는 현지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대우 등
으로 이직이 많으며, 생산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가짐.
ㅇ 베트남 현지 기업은 기술경영 마인드 부족으로 생산 공장의 효율적 관리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 진단 컨설턴트 교육을 통한 역량 제고 필요
.

6.1.

T AS K

6.1.1.

T AS K

6.1.2.

6.1.2.1.

6.1.2.2.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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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인증 분야 타당성 분석
□ 전자 분야
ㅇ 베트남의 수출품 중 1, 2위를 차지하는 휴대폰 및 전자 산업의 Supply chain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자부품산업에서 베트남 기업의 기술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ㅇ 베트남 전자부품 기업들의 주요 생산 공정과 관련된 신뢰성 및 품질 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 평가 및 신뢰성 분야 지원이 필요함
□ 자동차 분야
ㅇ 연구개발의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더불어 연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험
분석 장비가 필수적임
ㅇ 필수 장비를 선정하고 현지 기업 수요를 확인, 가동율이 높은 장비를 도입
하여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6.1.4.

.

각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센터
□ 추진 전략
ㅇ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조달 시장 참여를 위해 TASK 센터를 설립하여 소
재 부품 DB 확보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산업 현장 기술 지도, 엔지니어
기술 지도, 우수 인력 양성을 상시적으로 수행함.
□ 베트남 TASK 센터 설립 세부 계획
ㅇ 설립 목적 : 베트남 소재부품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지도 및 인력 양성
ㅇ 설립 위치 : 베트남 하노이
ㅇ 기술지도 지원, 교육, 시험 장비 구축 등의 지원센터에 필요한 규모는 약
2000㎡의 2층 건물 필요
ㅇ TASK 센터는 산업현장 기술지도, 교육, 시험·인증 등 3가지 분야에서 지
원 추진
산업현장 기술지도
ㅇ 기술지도 프로그램은 제품화 기술지도,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분야에 대하여 실시
ㅇ 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GVC 구축 및 기술교류 확대
6.2.

6.2.1.

T AS K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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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엔지니어 양성 분야
ㅇ 전자부품분야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 있어서 기술교육, 품질관리 교육, 신
뢰성 향상 교육 등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베트남 공과대학 내 학
사 교육 과정 개설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
□ 교육과정 구성안
ㅇ 운영 시작 시기 : 2020년(2차년도)부터 시작
ㅇ 운영대상 : 베트남 내의 공과대학 전자공학 / 기계공학(자동차공학) 전공 4
년제 대학 재학생(2~3학년) 대상
ㅇ 개설분야 : 전자 분야, 자동차 분야
ㅇ 교육기간 : 최소 3학기(1.5년)부터 최대 5학기(2.5년)까지
□ 기술혁신 역량강화
ㅇ 베트남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베트남 기업·기술가치 평가사(VCVA ; Vietnam Certified Valuation
Analyst)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자격 인정
ㅇ (교육과정) 정규교육, 소양고육, 실무교육 세 과정으로 13주 코스로 운영
6.2.3.

시험 인증
ㅇ TASK센터에서 평가된 결과에 대하여 베트남 공인 인증 연계를 추진하고,
인증을 받은 소재부품에 대해서 GVC 참여시 우대 혜택이 가능토록 추진.
ㅇ 시험 인증 관련 장비는 TASK 센터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기업의 제품
품질개선에 필수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검사 및 신뢰성 장비를 우선으로
선정함
ㅇ 전자부품의 특성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검사 및 전기적 기계적 신
뢰성 평가 장비 도입
ㅇ 베트남 전자부품 기업의 시험 생산 및 교육을 위한
장비 도입
6.2.4.

,

/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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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차 환경에서 자동차부품의 내환경성, 진동내구성, 내식성 등의 신뢰성
평가가 가능한 장비를 구축하여 제품의 성능평가 지원
ㅇ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전략 장비 도입
사업 경제성 및 편익 분석
경제적 편익 분석
항목
편익 금액(억원)
비고
산업현장 기술지도
222
엔지니어 양성
31.68
기업진단 컨설턴트 양성
270
시험인증
150
합계
673.68
10년간 편익 합계
사회적 편익
ㅇ 산업 현장 기술지도,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베트남 기업 수준 상향화
ㅇ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지속적ㆍ포괄적ㆍ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에 기여하여 빈곤율을 줄이고
소득격차 완화 가능
ㅇ 지속적인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으로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Ⅶ 추진성과 및 시사점
추진성과
ㅇ 한국의 소재부품 관련 기술 노하우를 베트남에 전수하여 베트남의 소재부
품 산업분야 육성을 지원
ㅇ 베트남 정부 주도의 제조업 및 전자/자동차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경
제성장 및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ㅇ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베트남 기업 경쟁력 강화
ㅇ 베트남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북부 하노이 지역 발전 지원
ㅇ 베트남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개발 및 품질 향상 역량 제고
ㅇ 사업 홍보 : 기술지도 및 센터 양성 인력 채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활용방안
ㅇ (수원국)베트남 정부 주도의 전자 및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산업 발전 전략
및 소재부품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
ㅇ (공여국)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현지 협력사 발굴 및 기술인력 확보 기여
시사점
ㅇ 베트남 현지 기업이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기술력과 품질에 있
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사업기간 동안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들과의 네트
워킹 및 지속적 협력 가능한 모델 수립, 사업종료 후 운영비용 확보 필요
ㅇ

6.3.

6.3.1.

6.3.2.

.

7.1.

7.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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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M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 요약
(Narrative

지표

지표 입증수단 가정 및 위험요소

(Perf ormance

(Means

of

(I mportant

S ummary)
I ndicator)

Assumption)

V erif ication)

장기 목표(Goal)
1. 베트남 소재부품산업 발전 1.글로벌 기업 베트남 현지 부 1. 소재부품기업 수 및 1.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정
품 조달율 (30%이상)
매출액 확인
주여건 유지
2.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소
재부품 산업 진흥 의지
중기 기대효과(Outcome)
1.소재부품 불량 및 품질개선 1. 불량률 감소 및 글로벌 기업 1.납품확인서
및 GVC진입
납품사 증가 (30%/년 증가)
2.기업맞춤형 인재 확보
2. 양성인력 취업률 (70%이상) 2.수료생 취업확인서
단기 산출물 (Outputs)
1. 베트남 TASK 센터 설립 1.TASK센터설립 여부
1.센터설립결과보고서
2. 현지 상시 애로기술지도 2.기술지도 수혜 기업 수
2.기술지도보고서
3. 엔지니어 및 컨설턴트 양 (1년차 12/년, 2년차 이후 24/년)
성
3.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3.교육수료증
4. 시험 인증 장비 구축
(연간 학위과정 2개과정, 40명,
컨설턴트 1개과정, 120명)
4.시험인증 장비 활용건수
4.고용보험
(50건/년)
5.장비사용일지
사업내용(Activities)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Inputs)
1. 베트남 TASK센터 조성 및 (한국)
전문가 파견
1. 예산 : 총 137억원
2. 산업현장 전문가 파견 및 - 베트남 TASK 센터 사업운영 : 26.1 억원
기술지도
- 현지 상시 애로기술지도 : 50.2 억원
3. 교육(학위과정 및 컨설턴 - 엔지니어 및 컨설턴트 양성 : 20.7 억원
트 양성)과정 개발 및 운 - 시험 인증 : 40 억원
영
4. 시험 인증 장비 구축 및 (수원국)
기업 지원 서비스
1. 행정적 지원
5. 사업관리
2. TASK센터 사무실 및 실험실 공간 제공
3. 시험 인증 장비 구축 공동 지원
4. 학위과정 및 컨설턴트 과정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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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의 품질개선의지
수요기업의 협조
3.우수한 근로조건
1.
2.

센터 공간의 원활한 확보
2.지원기업의 높은 관심도
3.국가인증 연계지원
1.

전제조건(Preconditions)
1.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정책적 지원, 지원
기업 발굴
2.사업 예산 내 실현 가능
한 세부 활동계획 수립
3.현지 관련 기업 DB확보
4.센터 설치 후보 공간 확
보

I.

수원국 현황

국가 개요
1.2. 정책
1.3. 산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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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베트남 현황

1.1.

국가 개요

□

일반개요
표 2. 베트남(Vietnam) 국가 일반 개황
내용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구분
국가명
면적
331,689 m2
기후 평균기온 24.1℃ / 북부지역(아열대성), 남부지역(열대몬순)
수도
하노이
공용어
베트남어
인구
100,515,000명 (2017년)
킨족 85.7%, 따이족 1.9%, 타이족 1.8%, 므엉족 1.5%, 커매족
민족 1.5%,
몽족 1.2%, 눙족 1.1%, 호아족 1%, 기타 4.3% 등 53개 민족
토착 신앙 및 무종교 73.2%, 불교 70%, 기독교 8.3%,
종교
까오다이교 등의 신흥종교 6.2%. 기타 0.1%
통화
Dong, VND
GDP
$ 2158억 2900만 (2017년)
(명목상)
정부형태
민주집중제, 단원제, 일당제, 사회주의, 단일국가
1인당
$ 2,306 (2017년)
GDP
출처 : 나무위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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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베트남 지도 및 지정학적 위치
(출처 : https://goldenholidaytravel.com)
정치적 환경

□

베트남 정치조직 개관 및 특성

ㅇ

1)

베트남은 전통적 레닌주의 정치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로, 베트남 공산당의 강력한 집권 하에 단일 지도체제 유지 중임
- 베트남 공산당은 행정·군사·관료기구를 포함한 국가체제 전반을 통수하
는 정치 기구로서 국가와 사회는 물론 정부와 국회활동에도 지배적인 영향
력 행사 (2016년 1월 기준 베트남 공산당원 규모는 약 450만 명으로 추정)
-

베트남 공산당의 지도부 인선 방식

ㅇ

년마다 소집되는 전당대회는 베트남 공산당의 최대 행사로서 당의 중요
정책 노선 결정, 새로운 당의 규약 인준·채택, 차기 지도부 구성
- 전당대회에서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정위원 180명, 후보위원 20명)와 베트남
- 5

1) 2018 베트남 진출전략 (KOTRA)

- 22 -

공산당 최고기구인 정치국이 구성되며, 정치국 위원(19명) 중에서 베트남
정치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이 선출됨
- 가장 최근의 전당대회는 2016년 1월에 개최된 제12차 전당대회이며 다음
전당대회는 2021년 초 개최될 예정
현 지도부 체제

ㅇ

제12차 전당대회에서는 당 서열 1위인 총서기장직에 응우웬 푸 쫑(Nguyen
Phu Trong) 전 서기장의 연임이 결정됨. 현행 규정상 재임 가능 연령(65세)
이 지난 쫑 서기장(당시 71세)의 연임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짐
- 이 밖에 국가주석과 정부총리, 국회의장도 전당대회를 통해 내정된 후 당
해 3월 말과 4월 초부터 임기를 시작함
- 전당대회 개최 전에 열리는 중앙회의에서 차기 당 서기장 선출과 국가 요
직(주석, 총리, 국회의장) 후보자 내정이 이루어지며, 전당대회에서의 중앙
집행위원회 승인과 국회 표결을 통해 인사가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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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베트남 지도부 주요인사(권력서열순) (출처 : KOTRA)

ㅇ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안정성 지속 전망
사회주의식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적·친중 성향의 응우웬 푸 쫑
(Nguyen Phu Trong) 서기장의 연임으로 베트남의 정치·외교 및 경제 정
책은 개혁보다는 안정 추구 경향이 짙어지고 있으며, 공산당 내부 결속도
보다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
- 공산당의 강력한 집정기반을 토대로 한 일당 체제 하의 정치적 안정성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
-

ㅇ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악화된 베트남-중국간 관계
년 불거진 베트남-중국간 영유권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긴장국면에 접
어들면서 베트남 내 반중 감정이 크게 확산됨
- 베트남-중국간 분쟁은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석유 시추선이 양국
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황사군도(중국명 시사군도) 해역에 진입, 시추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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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시한 2014년 5월 2일 경부터 시작됨
- 베트남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일본, 인
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 전방위적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양국
간 긴장관계가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다만, 각지에서 발생한 반중시위 및 폭력사태로 정치·사회적 안정성 측면
에서 베트남의 국가 이미지가 상당부분 실추됐으며, 베트남 정부의 반중·
반체제 시위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켰음
ㅇ

고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부패 척결 강화 움직임
년 5월 딩 라 타잉(Dinh La Thanh) 호찌민시 당위원회 서기장이
PetroVietnam(베트남 국영 화학기업) 비리에 연루돼 서기장직 및 정치국
위원직에서 파면됨
- 베트남에서 정치국원 파면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신
호탄으로 받아들여지나, 한편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포모사 사태에 대한 국
민적 관심을 돌리고 동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 면피 수단으로 부정부패를
문제화하고 있다는 시각도 상존
- 2017

2)

□

경제
거시경제) 2010년 하위 중소득국에 진입하였으며, 경기부양정책,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 등에 힘입어 높은 경
제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ㅇ (

년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감
소했으나 금리 인하, 동화 평가절하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과 외국인
투자확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증가, 물가안정세 등으로 인한 높은 성장률
이 예상됨.

- 2012

2) 포모사 사태: 2016년 4월 초, 베트남 중동부 해안(하띵 성)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 당해 6월 말, 대만
철강업체 포모사(Formosa)의 하띵 공장에서 무단방류된 독성물질이 폐사 원인으로 판명됐으며, 포모사가 베트남
정부에 5억달러의 보상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됨. 하지만 정부의 대응미비로 국민여론이 악화됐으며, 외투기
업에 대한 현지 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발점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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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부문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 석유 생산과 섬유․의류 중심의 제조업에서 점진적으
로 전자․화학․철강 등 고부가가치화가 진행 중임.

ㅇ (

삼성전자가 현지 진출한 이후 휴대폰이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하면서 그
간 베트남의 경제를 견인해 온 섬유의류산업과 함께 베트남의 핵심산업으
로 부상함.
-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할 부품소재 산업육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부재
함.
* 산업구조(2014) : 서비스업 44%, 제조업 38%, 농업 18%
* 주요수출품(2014) : 의류, 신발, 수산물, 원유, 쌀, 커피, 목재제품
* 주요수입품(2014) : 기계류 및 장비, 석유제품, 철강제품, 원자재, 플라스
틱류, 자동차
-

국가신용등급) OECD는 국영기업 개혁과 은행부문 건전성 제고지연 등을 감
안하여 국가신용등급을 5등급(2015)으로 유지하고 있음.

ㅇ (

* S&P(BB-), Moody's(B1), Fitch(BB-)

경제성장) 안정적 성장세 지속, 하지만 국가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서는 고전
중 : 2017년 베트남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치(6.7%)보다 낮은 6.3%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

ㅇ (

년 말 베트남 정부는 ① 세계저유가 기조 완화 ② 일부 거시경제 지표
개선 ③ 재정·공공투자 구조개혁 관련 5개년 계획안이 2017년 시행 등을
근거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인 6.7% 성장을 목표로 설정
- 하지만 2017년 상반기, 농업 및 채광업 생산 급감에 기인한 산업생산 부진,
무역수지 적자전환, 공공지출 축소 등으로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성장실적
을 기록함
- WB과 EIU는 베트남의 2017년 성장률을 6.3%로 예상하고 있으며, IMF도 성
장률 전망치를 당초 6.5%에서 6.3%로 하향조정함.
- 2016

3)

3) 베트남의 상반기(1~6월) 경제성장률 추이: 2012년 4.93% → 2013년 4.90% → 2014년 5.22% → 2015년 6.32%
→ 2016년 5.65% → 2017년(추정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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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그림 2. 최근 5년간 베트남의 GDP 및 GDP 성장률 추이
1.2.
□

정책

국가 개발 전략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 달러 달성과 함께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10개년 사회

ㅇ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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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전략 (SED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했으며
하부 계획으로 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 (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고 추진 중임.
정책목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고급 인력 육성, 인프라 확충을 3
대 정책 목표로 선정하였음.

- (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 2016년 4월 국회 비준된 2016-2020 사
회경제개발계획(SEDP)은 연평균 6.5~7%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1인당 GDP
3,200~3,5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2016-2020

4)

주요 목표) SEDP 2016-2020의 주요 목표는 ▲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성
장률 제고, ▲경제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시
민 안전·복지·삶의 질 개선 ▲자연재해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
호, ▲국가안전 보장, ▲외교업무 및 국제통합 활동 강화, ▲국가보호를 위
한 우호적 환경 조성,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선진 공업국
으로의 발전임.

-(

대외 개방 및 세계경제 통합 노력

□

년 도이머이 개혁 노선을 채택한 이후 실리적·능동적 경제외교 및 적
극적인 대외개방 행보를 일관되게 추진 중
- 베트남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력 확보 및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를 위해 개혁·개방 초기부터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수용함
- 최근에는 FTA 체결 및 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한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되고 있는 우호적 통상환경은 베트남의 외국인 투
자유치 및 경제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

ㅇ 1986

ㅇ TPP

무산 후 베트남 정부의 글로벌 경제 참여 의지 더욱 강화

- 2017

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및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행보가

4)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의 경우, 연평균 7-8% 성장률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1인당 GDP 2,100 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 교육·직업훈련 및 과학기술, 자원·환경, 사회 등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주요 성과
지표 및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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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미국간 교역증대는 물론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는 우려는 베트남 정부의 대미 경제협력 및 우호증진 노력으로 다소 불식
됨
년 3월 27~28일, 미국과 베트남은 2011년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간
TIFA(무역·투자기본협정, 2007.6.21. 체결) 하의 협의 재개, 지속적 대화
채널 구축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실무단 출범에 합의했으며, 4월 응우
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와 트럼프 미 대통령간 회담도 성공
적으로 끝나 양국간 교역 성장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관측

* 2017

-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FTA을 기반으로 한 시장 접근
성 제고 및 신시장 개척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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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육성 정책

□

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2014년 6월 9일자
Decision 879/QD-TTg)을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

ㅇ 「2035

ㅇ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림수산업,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
죽·신발 제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채택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음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

ㅇ

ㅇ

베트남의 부품·소재산업 발달 미비는 현지 제조산업 고도화 및 글로벌 기
업의 현지 투자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베트남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
적
중간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업간 자구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베
트남 정부도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동 부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 발표

민간기업 육성 정책

□

국가 재정과 대외 자본에 의존하는 현 성장 구조의 개선 방안으로 민간경
제 활성화 방안 대두
- 베트남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외부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이 현 성장기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 특히, 국영기업의 지속적 규모 확대와 높은 부채비율은 베트남의 재정 건
전성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지목
* 2016년 기준, 베트남 100대 기업 가운데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달하며, 정부 관리하에 있는 부분 민영화 기업까지 포함할 시 그
비중은 50% 상회
* 2016년 베트남 국영기업의 부채 규모는 GDP의 158%에 상당하는 약
3,240억 달러로 추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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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베트남 부품·소재산업 관련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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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정책

□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베트남은 경제성장 견인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 및 투자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투자법·기업법 개정) 외국투자 법인에 대한 정의규정 변경, 투자 절차 간
소화 및 투자허가서 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보다 유
리해진 조항 포함(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
- (주택법·부동산사업법 개정) 외국인 및 재외 베트남인(교포)의 부동산 취
득 요건 완화, 외국인의 전대 목적 건물 임차 허용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
자 활동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

ㅇ

해외자금 유치를 위한 자본시장 규제 완화 등 금융시장의 개혁·개방 추진
- (외국인 투자한도 상향조정) 2015년 9월, 일반기업의 외국인 투자한도 규정
을 철폐한 이후 석탄, 사료 수입, 인프라 운영 등 67개 세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상향 조정 추진 중임
- (환율제도 변경) 2016년 1월 4일부터 기존 ‘고정 환율제도’를 ‘선택적
환율제도(원화를 포함한 8개 통화의 가중 평균으로 기준환율을 매일 제시
하는 방식)’로 변경함으로서 달러 대비 동 환율 안정화를 도모
- (선물시장 도입 추진)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2017년 초 베트남시장 선
물 시장 도입을 발표함

ㅇ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 2020년까지 사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의 지속적
이행 결의(Resolution 192017/ND-CP). 특히, 각종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 단
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ASEAN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 목표

ㅇ

조건부 투자사업 부문 축소
- 기존 267개 조건부 투자사업 부문을 243개로 줄인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
안(Law 03/2016/QH14)이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조건부 사업부문에서도
불필요한 조건과 행정절차를 축소,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ㅇ

- 32 -

표 6. 대베트남 국별 외국인 투자 현황

표 7. 대베트남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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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관련 정부 조직 현황

ㅇ Vietnames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

-

-

베트남 산업무역부 (Vietnames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MOIT, 베
트남어 : Bộ Công Thương)는 산업 및 무역의 발전, 진흥, 관리, 규제, 관리
및 성장을 담당하는 베트남 정부 부처임.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유래는 1945년 현대 통일 내각 (National Unification
Cabinet)의 창설을 기점으로 1955 년에 설립된 Ministry of Trade 로서, 2007
년에는 Ministry of Trade 와 Ministry of Industry 가 통합해서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가 출범하였음. 현재 장관은 Trần Tuấn Anh 이며, 본부
는 하노이에 있음.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관할로서 산업 연구기관들이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
음.
* Institute for Industry Policy and Strategy (IPS)
* Institute for Leather and Footwear Research
* Ceramic and Industrial Glass Institute (CIGI)
* Research Institute of Mines and Metallurgy (RIMM)
* Electronics - Informatics and Automation Research Institute (VIELINA)
* Food Industry Research Institute (FIRI)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Mechanical Engineering (NARIME)
* Vegetable Oil - Flavouring and Cosmetics Research Institute (VOFCI)
* Institute of Machinery and Industrial Equipment (IMI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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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

산업 개황
ㅇ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이 발달했으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제 기
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

-

-

농업, 임엄, 수산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14.7%, 제조건설업 비중이 32.5%, 서
비스업 비중이 42.7%를 차지(베트남 통계청, 2017.9월 기준)
세부 산업별 총생산 규모는 농업(10.6%), 제조업(15.3%), 건설업(5.3%), (도소
매업 10.6%), 부동산업 (5.3%), 금융업(5.1%), 숙박외식업(4.3%) 등임

그림 3.산업 부문별 베트남 GDP 기여 비중(%)
(출처 : IMF(2017년 12월 확인 기준))
수출입 동향
ㅇ 베트남의 수출입 규모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꾸준한 증가, FTA 확장을
통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가속화 등에 따라 매년 증가
- 2017년 1~11월 기준, 베트남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한 1,938억
달러,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1,910억 달러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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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베트남 대외 교역동향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

단위 : 억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11

1,145

1,320

1,500

1,624

1,759

1.938

1,137

1,320

1,480

1,656

1,732

1,910

8

0

20

-32

27

28

월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관세청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수출) 2017년 1~11월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전년동기대비 %)은 각종 전화기
및 부품(30.6%), 섬유∙직물 제품(9.5%), 전기전자제품/부품(38.1%), 신발류
(11.6%), 목제품(10.5%), 기계/플랜트 및 부품(27%), 수산물(18.7%) 등임. 쌀,
커피, 캐슈넛, 후추 새우 등의 농수산물 역시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

ㅇ

* 특히, 삼성전자의 베트남매 휴대전화 생산설비 투자에 따라 휴대전화가 주력 수
출 상품으로 부상, 단일 품목으로 총 수출액 대비 약 25% 차지

표 9.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품목명
각종 전화기 및 부품
전기·전자제품/부품
섬유·의류
신발류
기계/플랜트 및 부품
수산물
목제품
수송수단 및 부품
캐슈넛
과일∙채소
기타
합계

단위 : 백만달러)

(

2014

2015

2016

2017.1~11

월

23,607

30,176

34,505

41,290

11,440

15,610

18,480

23,612

20,949

22,815

23,562

23,578

10,340

12,011

10,480

13,022

7,314

8,168

9,330

11,542

7,836

6,573

7,019

7,590

6,232

6,899

6,916

6,873

5627

5844

5,985

6,375

2012

2403

2857

3,205

1467

1850

2,402

3,155

46054

47418

54,185

53,508

150186

162112

175,942

1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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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베트남의 산업화 단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계∙플랜트 및 부품, 석유
화학 제품, 철강제품, 원부자재 및 원료, 완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부품이
중심

- (

* 베트남의 ‘수출거점형’ 제조업의 높은 수출증가율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품소
재산업 등의 저변산업 존재는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을 촉진 중

표 10.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14
2015
2016
2017.1~11월
전자제품 및 컴퓨터
18,722
23,125
27,775
34,006
기계/플랜트 및 부품
22,500
27,594
28,085
30,73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8,476
10,595
10,559
14,357
원단, 직물
9,428
10,156
10,479
10,307
철강제품
7,775
7,492
8,024
8,318
플라스틱 원료
3,730
6,013
6,283
6,678
유류제품
6,317
5,958
4,714
6,259
의류 원부자재
7,665
5,342
5,097
5,007
자동차 및 부품 파트
4,692
5,004
5,872
4,953
기타 금속
3,434
4,136
4,804
4,892
기타
46,054
60,234
61,552
65,480
합계
148,047
165,649
173,262
190,990
ㅇ 주요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수출국) 미국과의 무역협정 발효 직후인 2002년부터 대미 섬유/직물 제품 수
출이 급증한 데 힘입어 2003년도부터 미국이 베트남의 1위 수출국으로 부상
* 2017년 11월 기준 베트남의 국가별 교역 통계에 따르면, 대미국 수출이 381억
달러(전년동기대비 9.5% 증가), 대EU 수출이 350억 달러(13.9%)로 집계돼 미국
과 EU가 베트남 1,2위 수출 시장이며 한국은 4위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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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 현황
순번
1
2
3
4
5

국가명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홍콩

(

단위 : 백만 달러)

2017.1~11

월

2014

2015

2016

28,656

33,480

38,464

38,046

14,906

17,141

21,970

30,944

14,704

14,137

14,677

15,338

7,144

8,932

11,419

13,523

5,203

6,965

6,091

6,952

수입국) 최근 한국 기업의 활발한 베트남 진출로 인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

* 2017년 11월 기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약 52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했으며,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제 2위 수입국으로 424억 달러(전년동기대비
46%)를 기록

표 12.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 현황
순번 국가명
1
중국
2
한국
3
일본
4
대만
5
태국

(

2014

2015

2016

단위 ; 백만 달러)

2017.1~11

월

43,868

49,527

49,930

52,541

21,736

27,614

32,034

42,521

12,909

14,367

15,034

14,880

11,085

10,993

11,221

11,556

7,119

8,284

8,796

9,464

동향
ㅇ 베트남 투자는 2013년 기준으로 급등, 외국인 투자액은 총 24,580건, 3,169억
달러임(‘17년 11월 누계 기준)
- 2015년 9월 한국이 투자금액에서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섰고, 누계 투자 건수
도 6,477건으로 對베트남 최대 투자국
□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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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로는 2017년 말 누계기준 한국(575억 달러), 일본(491억 달러), 싱가포르
(419억 달러), 대만(308억 달러) 등 순서임
[ FDI

추이 ]
(

단위 : 백만 달러, 건)

[

국가별투자현황(1988~2017.11월누계기준) ]
(

단위 : 백만 달러, 건)

그림 4. FDI 추이 및 국가별 투자현황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로는 제조·가공업 부문이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유통·서비스, 프랜차이즈 등 다원화되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투자가 진행
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

ㅇ

* 제조·가공업 부문이 58.4%의 비중을 차지하여 對베트남 최대 투자업종을 기록
중이며, 부동산(16.6%), 전력·가스·용수공급(6.6%), 호텔·외식업(3.8%), 건설업
(3.4%) 등 순서임(2017년 11월 누계 기준)

출처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2017. 12월 작성 기준)

그림 5. 주요 업종별 대베트남 외국인투자 현황(1988~2017.11월 누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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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투자 동향
- 베트남은 미국, 중국에 이은 제 3위의 투자대상국임과 동시에 아세안 지역
최대 투자대상국임.

ㅇ

-

국내외 경기침체의 여파로 완만하게 감소해 왔던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2013년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에는 봉제·섬유 등 저임금을 활용
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 되고 있음
표 13. 한국의 對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

연도
신규 투자건수
총 투자금액

(

단위 : 백만 달러, 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1

243

427

505

702

828

767

1,178

4,466

7,328

6,727

7,036

8,178

자료원: 베트남 외국인투자청(2017.12월 작성 기준)

업종별 투자) 한국의 대베트남 업종별 투자는 제조업(72%), 부동산업(14.1%),
건설업(5%), 물류운수업(1.7%), 도소매ㆍ유지보수업(1.3%) 전력∙가스∙용수 공
급(1.3%), 순서임.

-(

표 14.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 상위 8개 업종
순위
1
2
3
4
5
6
7
8

업종
제조업
부동산업
건설업
물류운수
도소매, 유지보수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호텔, 외식서비스
기술과학전문

총 투자건수

(

단위 : 백만 달러, 건)

총 투자금액

3,684

41,421

122

8,126

769

2,864

133

966

555

727

34

721

214

711

417

589

자료원: 베트남 외국인투자청(2017.12월 작성 기준, ‘88년~’17.11월 누계 기준 총 투자금액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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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현재 4천여개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 호치
민을 중심으로한 남부지역과 하노이를 중심으로한 북부지역에 약 4:6의 비율
로 투자가 분포

- (

*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확대하
면서 대·중·소 연계 투자형태로 발전, 1차, 2차 협력업체의 진출 확대 중
* 베트남 투자 시 우리기업들 100% 단독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8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독투자가 의사결정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기에 선호

전자산업

□

ㅇ

베트남 전자산업은 1950년대에 북베트남(North Vietnam)이 동유럽에서 기
기 조립을 위한 부품 수입에서 시작됨. 이후 1970년대에 일본은 베트남 남
부에서 흑백텔레비전을 생산하였고, 1990년대에 아시아는 전자제품 제조
중심지가 됨에 따라 베트남은 각광받는 제조거점이 됨
5)

년 소니(Sony)는 호치민 외곽에 TV 공장을 설립하는 등 일본은 베트남
전자산업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한 선두주자였음. 2000년대 들어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세계적인 제조업체들이 공장의 베트남 이
전을 진행함.

ㅇ 1994

ㅇ

베트남 전자산업의 시장규모 및 수출입 동향을 보면 2012~2016년 전자제품
수출은 연평균 26.1% 증가했고 2016년 전자제품 수출액은 562억 달러에 달
함

수출에서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9.4%에서 2016년 31.8%로
증가하는 등 제1위 수출품으로 성장하였으며, 베트남 전자제품의 최대 수
출 시장은 EU와 미국임
- 2012~2016년 전자제품 수입은 연평균 19.8% 증가했고, 2016년 전자제품 수
입액은 396억 달러에 달함
- 베트남 전자제품의 최대 수입 시장은 한국이며 중국, 대만, 일본이 그 뒤를
이음
-

5) 베트남 전자산업 동향-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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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2~2016년 베트남 전자제품 수출입 동향
(출처 : 베트남세관)
년 휴대전화는 1위 수출품목이었던 섬유·의류 품목을 제치고 베트남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수출액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 2016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의 전화기 및 부품 수출액은 US$ 169억 4,600
만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21%를 차지.

ㅇ 2013

*

베트남 전화기 및 부품 수출액(US$ 억) : (’13) 212 → (’14) 236 → (’15)

302 → (’16.1H) 169

ㅇ

베트남의 對한국 전자제품 수입 동향 : 2016년 對한국 전자제품 수입액은
1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전자제품 수입의 31.6%를 차지

그림 7. 對한국 전자제품 수입액 동향 (출처 : 베트남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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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제조되는 전자제품 대부분은 수출되고 있지만, 자체 내수시장
또한 호황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 2017년 1/4분기 베트남 내수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한 24억
달러를 기록

ㅇ

그림 8. 베트남 전자제품 시장 규모 (출처 : GFK, 2017)
ㅇ

전자제품 분류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GFK社는 전자제품을 가전제품(consumer electronics),
통신기기(telecommunications), 소형가전제품(small domestic appliances), 대
형가전제품(major domestic appliances), 사진기(photography), IT기기, 사무
실비품과 소모품으로 분류
- 가전제품에는 텔레비전, 캠코더, 가정용음향기기 등이 있고, 통신기기에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있음
- 소형가전제품에는 토스터기, 커피머신 등 제품이 있고, 대형가전제품에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있음
- 사진촬영기기에는 카메라 및 렌즈, IT기기에는 컴퓨터, 태블릿, 노트북, 사
무실비품과 소모품에는 프린터 등 제품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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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별 시장점유율

ㅇ

베트남 내수시장에서 통신기기가 48.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가전제
품이 20.5%, 대형가전제품이 16.3%를 차지
- 수출에서는 휴대전화와 부품이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컴퓨터 등
기타 전자제품과 부품이 33.7%, 카메라, 비디오캠코더 및 부품이 5.3%를
차지
-

그림 9. 전자제품 카테고리별 시장점유율 (출처 : GFK, 2017)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하는 전기·전자 제품 및 관련 부품 생산기지로 급부
상하면서 다수 글로벌 전자 기업(삼성전자·LG전자·캐논·파나소닉·인
텔·폭스콘 등)이 투자 진출함.

ㅇ

년 상반기 베트남의 1위, 3위 수출품목은 각각 휴대폰(US$ 194억 9,000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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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달러 수출, 전년 대비 14.9% 증가)과 컴퓨터 및 전자제품(US$ 115억
5,000만 달러 수출, 전년 대비 45.8% 증가)

년 기준, 휴대폰 및 컴퓨터 전자제품 수출액은 US$ 532억 달러로, 전체 수
출액 중 30.1% 차지

* 2016

-

전자업 종사 FDI 기업 수는 베트남 전체 전자기업 수의 1/3 수준에 불과하
나 전체 수출액의 90% 이상, 현지 시장점유율의 80% 차지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전자기업이 베트남 전자기기 시장 선도 중
- 한국기업의 투자총액은 US$ 2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한국 기업 수
출액이 베트남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이상임
- 베트남 북부 및 하노이 지역에는 삼성전자 협력사 약 300개가 동반 진출,
이들을 주축으로 전기·전자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됨

ㅇ

*

삼성전자 베트남의 연간 휴대폰은 생산량은 약 2억 대로 전세계 판매량의 60%
이상에 상당함

베트남 전자산업 주요업체 중 삼성, 베트남에 150억 달러 투자
- 삼성의 對베트남 투자액은 15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100억 달러는 이미
투자로서 집행됨
- 휴대폰 조립을 위해 베트남 박닌(Bac Ninh)과 타이 응우옌(Thai Nguyen)
지역 등에 총 6개의 삼성 공장이 있으며, 총 직원 수는 136,700명에 달함
- 아울러, 하노이에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R&D 센터가 위치해
있음

ㅇ

하이퐁(Hai Phong)에 15억 달러 투자
- 다른 한국 업체인 LG의 對베트남 투자액은 15억 달러에 달하며, 주로 하이
퐁(Hai Phong)에 투자
- 하이퐁(Hai Phong)에는 Fuji Xerox, Kyocera 및 Meiko 같은 다른 외국 기업
도 진출해 있음
- LG는 베트남에서 주로 텔레비전, 스마트폰, 카 인포테인먼트(car
infotainment)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음

ㅇ LG,

캐논(Canon), 폭스콘 등 러쉬
- 캐논은 하노이와 박닌(Bac Ninh)을 프린터 및 스캐너 제조 전략지로 선택
하고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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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콘(Foxconn)은 박닌(Bac Ninh)과 박쟝(Bac Giang)을 라우터(router), 모
뎀, 전화기 생산기지로 선정

인텔(Intel), 삼성 가전은 남부에 투자
- 인텔은 베트남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호치민 하이테크파크
(Hi-Tech Park)에 칩셋 테스트 센터와 조립라인을 가동하고 있음
- 호치민 및 그 주변 지역에는 삼성 스마트TV R&D 및 제조단지 뿐만 아니
라 Jabil과 Panasonic 공장도 있음

ㅇ

그림 10. 베트남 전자산업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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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한국전자기업 베트남 진출 동향

그림 11. 베트남의 연도별 전자부품 수급추이
전자산업 성장요인 : 중국 임금상승 및 내수 시장
- 최근 중국 임금상승과 베트남의 FDI 인센티브, 동화 평가절하, 풍부하고 값
싼 노동력은 세계적 가전기업을 끌어들이며 베트남 전자산업의 호황을 이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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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있음
- 베트남이 동아시아 제조 중심지인 중국 부근에 위치한 것도 글로벌 공급
사슬에 통합되기 용이한 지리적 장점으로 작용
- 아울러, 베트남 중산층 증가로 전자제품 소비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베트남
은 생산거점이자 매혹적인 시장으로 발전
장애요인 : 부품산업 및 기술력
- 낮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과 수입 원자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베트남 전
자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임
- 베트남 전자부품 기업들은 재정 및 기술력 부족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인투자(FDI)기업에 부품 공급이 어렵고, 이에 FDI 기업들은 대부분의 부품
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소량의 포장, 인쇄, 단순 플라스틱 및 금속 부품 제조만이 FDI기업의 주도
하에 현지에서 생산될 정도로 베트남 로칼 전자부품 수준은 낮은 실정
- 반면, 외국인투자(FDI)기업은 현지 전자제품 시장의 80%와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ㅇ

전자산업에서의 베트남과 글로벌 가치 사슬
-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은 부품 공급업자, 제조업자(CM, OEM, ODM,
OBM), 유통업자, 소매업자 및 소비자로 구성됨
- 베트남은 주로 해외업체에서 부품을 구매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에 개입
- 베트남의 75개 전자회사 표본 중 70.93%가 소매/유통업체이며 29.07%가 제
조업체임
- 제조업체 중 42%가 계약제조(CM) 혹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로
각각 23%와 35%를 차지하는 ODM과 OBM 업체 수를 초과함
- 높은 계약제조CM 및 OEM 업체 비중은 베트남 전자산업이 주로 부품 제조
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함
- ODM과 OBM 업체의 활동은 현지 업체보다 외국인투자(FDI) 기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베트남 전자제품 산업에서 (FDI)기업이 주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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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자제품 글로벌 가치사슬
베트남 전자산업 법적 환경
- 베트남 정부는 전자산업을 베트남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
- 2015년~2020년 전자 및 IT 산업의 목표 성장률은 17%-18%임
- 정부의 전자산업육성계획(Decision 1290/QD-TTg,2014)에 따르면 부품산업
육성, 전문 기술노동력 훈련, 국내 및 해외시장 확장,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전자산업 클러스터 설립 등을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전자 부품산업 육성
- 전자 부품산업육성법(Decree111/ND-CP,2015)은 R&D, 적용(application), 기
술이전에서 제조까지를 포괄함
- 개인 및 단체는 ‘부품산업 개발 프로그램‘ 및 다른 금융 프로그램으로부
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전자 부품업체들은 기술이전 비용의 최대 75%와 관련 교육 및 훈련비용,
그리고 세금과 대출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일부 회사들은
장비 등 고정자산의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국가투자펀드에서 금융 특혜
(preferemtial loans)를 받을 수도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은 투자자본의 최대 70%를 은행보증 하에 대출 받을 수 있
음

ㅇ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베트남 전자산업
- 전자산업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자산업은 정부의 기대에 비해
발전이 늦어지고 있음
- 첫째로, 베트남 정부는 부품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지원계획을 제시했
으나 정책 수행 및 지원책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자산업 업계가 배제되면서 들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
고 공공 정책이 너무 야심찼던 나머지 정부의 지원계획은 여전히 주관적인
정치적 의지에 의존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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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ㅇ 베트남 자동차산업은 1986년의 도이모이 정책 이후 1991년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1992년에 자동차 조립 업체가 설립됨으로써 시작, 역사가 짧아서 기
술과 부품산업 등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
- 후발국으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외자 유치를 통해 해외 업체들의 조립
생산을 허용하여 자동차 국산화를 추진
-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2004년 이후 추진한 자동차과세 강화로 2006년까지
4만대 이하 판매량 그침
ㅇ (완성차) 최근 관세 인하, 자동차산업 마스터 플랜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2007년 이후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여 201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4% 증가
한 30만대 판매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판매 신기록을 경신
- Mercedes-Benz는 총4,401대 차량을 판매(22.4% 증가), Lexus는 총1,665대
판매(73.3% 증가)하는 등 고급차의 판매량도 증가 중
ㅇ 2018년 1월 1일부로 아세안 역내 자동차가 무관세로 수입됨에 따라 대다수
베트남 소비자들이 아세안산 수입 자동차의 가격 인하 기대감에 의해 2017
년 판매량은 감소
- 2017년 1~11월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은 총 244,873대로 전년 동기대비
9.7%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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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도별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 단위 대
(출처 : 베트남 자동차제조협회(VAMA, 2017.12월 작성 기준))
ㅇ 베트남은 주로 태국,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완성차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
히 2016년부터 태국이 대 베트남 1위의 수출입국이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2
위, 중국 3위, 한국 4위 순서임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및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에 따른 역내 관세
인하 효과에 따라 태국 및 인도네시아 수입이 증가
(

:

)

표 16. 베트남의 완성차 주요 수입국
(

순위
1
2
3
4
5

국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일본

수입량

2016

년

수입액

단위: 대, 달러)

월
수입액

2017.1~11

수입량

34,242

645,221,219

30,176

555,443,354

3,742

43,595,500

16,694

292,072,438

10,880

420,341,658

10,079

373,821,596

20,098

309,212,589

7,538

168,304,424

7,208

279,200,155

2,872

96,863,21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2017년 12월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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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8년부터 아세안 역내산 자동차 무관세가 적용되어 더 많은 아세
안산 자동차가 수입 될것 으로 예상

* ATIGA 협정에 따라, 아세안 역내 자동차 수입관세는 2016년 40% → 2017년
30% → 2018년 0%로 인하될 예정. 반면 한국은 70% 고관세율 유지 예정(9인승
이하, 2500cc 이하 차량 기준)
-

베트남에서 조립생산돼 온 다수 차량 모델의 공급처가 국내에서 역내국으
로 전환될 것이며 태국이 주요 수입국으로 예상

*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자동차 기업들이 역내산 완성차 수입 사업 비중
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능력 증강보다는 지사 및 지점(대리점) 개설을
위한 투자를 강화

표 17. 베트남 진출 해외 자동차 기업들의 지점 및 지사 현황
기업명
Mercedes Benz
Toyota
Ford
지사·지점 수
12
44
27

출처 : 현지 언론(Dantri.com), 2016년

ㅇ (

자동차부품) 인구 및 소득 증대에 따라 베트남 자동차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지 조립생산 및 차량 정비용 부품의 수요 확대 중
- 2016년 베트남의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 수입액은 35억7000만 달러로 전
년 대비 18% 증가한 약 17억 달러임(베트남 세관 총국)

그림 14. 베트남의 자동차부품(HS Code 8708) 시장 규모
(출처 : ITC Trade map) 단위 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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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베트남의 자가 운송 수단이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이동함에 따라 현지 자
동차 부품 수요도 증가
- 최근 3년간 베트남의 자동차부품(HS Code 8708 기준) 수입액은 평균 28%
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

ㅇ

표 18. 최근 3년간 베트남의 자동차부품 수입액 추이(HS Code 8708 기준)
구분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감률

(

단위 : 천 달러, %)

2014

2015

2016

1,059,510

1,517,171

1,710,789

30.61

43.19

12.76

자료원: ITC Trade map

한국, 태국, 일본, 중국 등이 주요 수입국이며, 특히 한국산 부품 수입액이
가장 높으며 베트남의 자동차부품 총수입액의 23%를 차지함
- 2014~2016년 베트남의 한국 자동차부품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6
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한 3억8749만 달러를 기록함.

ㅇ

* 2016년 수입액 비중은 한국 23%, 태국 22%, 일본 20%, 중국 14% 순서임

표 19. 베트남의 주요 자동차부품 수입국(HS Code 8708 기준)
단위 천
순위 국가명
2014
2015
2016
증감률('16/'15)
1
한국
235,539
335,867
389,479
15.96
2
태국
233,749
305,657
378,367
23.79
3
일본
228,684
347,876
341,224
-1.91
4
중국
169,244
310,807
236,721
-23.84
5
네덜란드 64,567
51,572
89,849
74.22
6
인도네시아 39,584
48,888
74,991
53.39
7
독일
35,548
54,551
72,949
33.73
8
싱가포르
84
342
24,061
6935.38
9
말레이시아 8,105
9,973
20,127
101.81
10
대만
8,991
11,311
18,422
62.87
기타
35,415
40,327
64,599
60.18
총계 1,059,510 1,517,171 1,710,789
12.76
(

:

US$, %)

자료원: ITC Tra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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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 베트남은 자동차 시장은 고유모델이 없으며 해외 자동차 위탁

ㅇ (

조립/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음
- 베트남 자동차 시장 1위(2016년) 기업인 쯔엉하이(Truong Hai, THACO)社는
기아, 마쓰다, 푸조 등 다른 브랜드의 모델을 위탁 생산/판매 중
* 2016년 쯔엉하이(THACO)社는 버스와 트럭을 포함하여 112,847대를 판매했으나
국산화율은 16~46%. 자체 모델을 제작할 실력은 아직 갖추지 못함

-

쯔엉하이(THACO)社에 이어, 2위 자동차업체는 57,036대를 판매한 도요타
(Toyota), 3위 자동차업체는 36,400대를 판매한 현대자동차, 4위는 29,011대
를 기록한 포드(Ford)자동차임

* 현대탄콩사는 VAMA 비회원사로 자동차 판매 통계 미반영

표 20. 2016년 VAMA 회원사별 자동차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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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판매량 1위 모델은 도요타 VIOS(17,561대), 2위는 기아자동차의
Morning(14,872대), 3위는 포드의 Ranger(14,058대) 등 순서로 판매됨

- 2016

표 21. VAMA 회원사 승용차 모델 중 판매량 Top 5

ㅇ (

기술수준) 현지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 수준은 금형, 용접, 조립, 코팅 등

제조기술은 기본적이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자동차 산업의 낮은 현지화로 인해 현지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품으로 조달
- 지난 20년가 베트남 자동차산업의 현지화율은 7~10% 수준으로 추정, 당초
베트남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의 현지화율 2010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실패함
* 베트남 토종 자동차 기업인 Thaco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15~20%이며, 외국자동
차 메이커 중 베트남에서 가장 큰 생산규모를 자랑하는 도요타(Toyota)의 이노
바(Innova) 차량은 30~40% 수준임.
* 베트남 자국의 자동차 관련 부품은 거울, 유리, 차량 의자, 배선, 배터리, 튜브,
플라스틱재 제품 등 간단하고 기본적인 제품 생산에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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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국가별 자동차부품 현지조달
비율(2014년)

자료원: 현지 언론 자료(Vietnews.vn)

-

베트남 정부도 자국의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생산기술이 열악하다는 사실
을 인식하고 2025년까지 자동차 산업 부품 현지화 비율을 45%까지 상승을
목표로 ‘2020 베트남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 ‘2025 베트남 자동차 산
업 발전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소재부품 산업 현황

□

베트남 경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
하고 소재부품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

최근 베트남 정부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의 소재부품 산업의 내수 충족 수준
은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베트남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주
요 원인
년 당시 베트남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소재부품 육성 전략을 발표
했는데,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국내 조달 목표를 약 50%로 설정

ㅇ 2002

-

-

그러나 현재 베트남의 동 산업부문 발달 정도를 감안하면 이 목표 달성은
어려우며,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부품의 수입은 더욱 확대
베트남은 해외로부터 자본재, 중간재 상품 수입을 위해 매년 100~180억 달
러를 지불하는데, 무역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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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의 인프라와 건축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
국에 시멘트 공장 21곳을 설립했으나 국내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설비는
2곳에 불과
곳의 생산설비의 가동률도 40%와 66%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머지 19곳의
공장가동률은 5% 미만이며, 이는 노후화된 생산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이 현격히 낮아 국내 기업으로부터도 외면받기 때문

- 2

-

또한, 16개 자동차 생산 공장이 가동 중인 베트남에서 조달할 수 있는 부
가가치는 약 5%에 불과해, 투자유치가 오히려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

인력 양성

□

삼성전자 인력 양성 프로그램

ㅇ

삼성은 현재 STP(Samsung Talent Program)를 통해 하노이공대(HUST) 60명,
베트남 국립대(VNU) 20명, 우정통신대(PTIT) 20명 등 총 100명에게 연간
2280달러를 지급하고 있음. 학비와 실습비, 생활비 등의 명목임. 삼성전자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월 급여가 한화로 대략 50만원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원인 상황임.
- STP는 학생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외에도 알고리즘이나 앱 개발, 삼성의 운
영체제인 타이젠(Tizen) 등에 대한 교육과정도 포함하고 있음. STP가 적용
되지 않는 대학에게는 삼성모바일Lab을 설치했음. 하노이산업대와 교통통
신대, 타이응웬대 등에 이어 군사기술대, 암호대, 수리대 등이 추가되며 총
9개 대학에 10개 모바일Lab이 설치된 상태임.
-

ㅇ

현대·코이카(KOICA) 드림센터
- 2016년 2월 24일 베트남 하노이市에 완공, 현대자동차가 진행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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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교육은 연간 50명을 대상으로 18개월간의 전문대 학위과정을 진행하
여, 엔진, 변속기, 차체, 전자 등 자동차 정비의 4대 분야의 정비 전문가
양성을 목표

그림 16. 현대·코이카(KOICA) 드림센터 완공식
ㅇ 바흐 코아 대학 (BKU)
- 자동차공학과(학사과정) : 안전, 연비 및 산업 생산 측면에서 현대 자동차
설계 요구 사항과 함께 엔지니어링의 기본 원칙을 학생들에게 교육
* 자동차 디자인, 엔지니어링, 생산 공정 및 설계 등을 교육

ㅇ

호치민 직업 기술 대학(HVCT)
- 교통공학부 자동차공학과(학사과정) : 2000년 6월 15일에 세 부서(자동차
공합과, 해군 건축 및 해양 공학과, 항공 우주공학과)를 기반으로 설립
* 자동차 역학, 설계, 시뮬레이션. 열 엔진 다이나믹스, 설계, 시뮬레이션 등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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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1.
2.2.

국내 현황

정책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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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1.

국내 현황
정책

전자산업 정책
ㅇ 한국의 전자산업의 경우,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육성 정책을 펼쳐왔으
며, 산업 고도화의 기반이 되어 왔음.
- 전자공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1966년)
- 수출전략산업 지정 및 전자공업진흥법 제정 (1969년)
- 전자공업육성계획 수립 (1973년)
- 대규모 전자공장 건설계획 수립 (1973년~1981년)
- 전자공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1976년)
- 전자산업 관련 조직 재정비 (1981년)
- 전자산업관련 R&D기능의 강화 (1980년 초)
- 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 수립 (1987년)
- 정보산업발전 국가전략 계획 수립 (1992년)
-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 규제완화 (1993년~)
- IT839 정책 추진 (2004년)
- IT융복합 정책 수립 (2008년) 등

□

자동차산업 정책
ㅇ 정부는 각국의 차세대 자동차 개발 경쟁에 대응하여 국내에 다양한 R&D
지원 정책 및 산업기반 조성을 추진
ㅇ (스마트카) 정부 R&D에서 스마트카는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완성될수 있는
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스마
트 카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산업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내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선정하고 중소·
중견기업 주도 가능한 자율주행 핵심부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
또한 능동안전시스템, 자동차선변경시스템, 발렛파킹기술 개발 등 자율주
행을 위한 핵심 시스템 및 모듈 위주의 기술개발을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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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30대 국가중점과학기술에서 스마트자동차 선정 및 전략 로드맵을
수립
- (국토부) 국토교통연구개발 중장기 전략안에 자율주행 도로를 10대 프로젝
트로 선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한 도로 관련 제도 개선 정책연구
를 진행 중
ㅇ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미시간주의 M-City를 벤치마킹한 K-City를 경
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구축해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
- (

그림 17. 교통안전공단의 K-City 개요
ㅇ (환경친화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환경친화 자동차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
열해 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클린 디젤 자동차 등이 친환경차에 속함
ㅇ 환경친화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정책(2016년~2020년)
- (전기차)‘10년 말 공공기관 보급사업을 시작하여 ’13년부터 일반 소비자
구매지원

* 현재 기술개발, 인프라 실증, 스마트 그리드 사업 진행 중
*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420만원 세제 감면, 공용주차장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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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 보조금 지급은 전기차 대당 1,400만원, 전기버스 1대당 10,000만원(지자체별
300~900만원 추가 지급)

하이브리드차) 에너지수요, 자동차 연비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1,500
억원(5년간) 지원
- (연료전지차)‘00년대 초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14년 6월부터 국내
공공기관에 수소충전소 및 차량 보급 사업 시행 중
- (천연가스자동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
전법’등 관련 법규를 통해 보급 정책을 강화
- (

* 천연가스자동차는 도심지 시내버스를 천연가스자동차로 100% 대체하는 프로그
램이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각종 세제혜택 적용
* 환경부는 천연가스버스와 관련하여 경유버스와의 가격차액분에 대해 대형버스
1,850 만원, 중형버스 1,600만원 보조정책 시행 중

표준화) EV, FCEV 등의 기능적․전기적 안전제원, 용어, 주행시험 등 그린
카 관련 국가표준 (KS) 34종 제정
□ 해외투자 지원 제도
ㅇ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체단체 등 정부기관과 KOTRA, 무역협
회 등 12개 수출 지원 기관에서 다양한 해외 투자 및 수출 지원 제도를 운
영
- 산업통사자원부 산하 7개 기관에서 95개의 지원시책이 있으며, 특히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56개의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
ㅇ 자동차부품 지원사업
- 글로벌 완성차/OEM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개최·무역사절단 파견·공동
사무공간 지원 등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종합적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
- 지원내용 : 글로벌 완성차/OEM 대상 현지 무역사절단 파견, 글로벌 완성차
/부품업체 대상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 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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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

전자산업 및 시장 현황

□

한국의 전자산업은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최근에는 ICT산업으로
도 불리우고 있음. 11대 주력 산업군에 전자산업 관련해서 ICT제조업군으
로 분류된 4개(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들어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큼.

ㅇ

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생산 및 출하는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고 있음.
스마트폰 부문은 부진하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성장세가 ICT 경기를 견
인하고 있음. 2018년 ICT 산업은 세계 경기 성장세 및 4차 산업혁명 진행
으로 인한 ICT 수요 확대 등으로 생산 및 수출 증가는 지속될 것임. 반도
체 부문 중심의 호황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ㅇ 2017

년 경기 동향) 반도체 부문의 강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생산 및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회복세 포착
- (생산 및 재고․출하) 2/4분기 둔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생산 및 출하는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모습
․ 생산 증감률은 1/4분기 8.6%에서 2/4분기 –2.2%로 하락했으나 3/4분기
2.8%로 반등하는 모습이며 출하 증가율 역시 3/4분기에 증가세로 반등
․ 재고 감소율이 완화되고 있어 산업 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
- (부문별 경기) 스마트폰 부문의 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
레이의 성장세가 전반적인 ICT경기를 견인
․ 반도체: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수요 증가, 단가 안정세 등으로 메모리, 비
메모리 모두 성장세 확대
․ 스마트폰: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 생산 증가 등으로 수출 부진 지속
․ 디스플레이: LCD 패널 단가 안정, 프리미엄 제품의 OLED 패널 수요 증가
로 성장세 유지

ㅇ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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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IC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년 전망) 여타 기기들의 성장세 정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문 주도
의 ICT 제조업 성장이 지속되며 호황 전망
- (경기 여건) 글로벌 경기 회복세,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신규 수요 발
생 등 시장 여건 개선
․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ICT 수요 증가
기대
․ 또한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인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신
규 시장 성장은 ICT 신규 수요 발생으로 연결
- (생산, 수출) 생산 증가세는 2017년과 유사하겠으며, 수출 증가폭은 둔화
․ 글로벌 수요 확대 지속으로 생산과 수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지
만, 수출은 전년대비 기저효과로 증가폭 둔화
- (품목별) 여타 기기들의 성장세가 정체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은 호황 지
속
․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초과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성장세 지속
․ 스마트폰 : 선진국 교체 수요, 신흥국 보급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
산 거점화로 부진 지속
․ 디스플레이 패널: 중소형 OLED 패널의 성장세는 지속되겠으나 LCD 가격

ㅇ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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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세로 전반적인 시장 성장세 제한
표 22. ICT제조업 전망

주요 현안) 2018년 ICT산업은 AI 플랫폼 경쟁, 대화형 스마트홈 시대 개막,
카메라 모듈 혁신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AI 플랫폼 경쟁) 인공지능(AI) 생태계 선점을 위한 국내외 IT 업체의 AI플
랫폼 개발 경쟁이 본격화
․ 인공지능(AI)이 향후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핵심 요소로 부상하
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AI 생태계 선점을 위해 경쟁
․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각 사의 단말기와 연계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
․ 국내 업체 역시 한국어를 지원하는 AI 플랫폼을 출시하고 다양한 제휴 서
비스와 연계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대화형 스마트홈 시대 개막) 스마트홈 가전 시장이 음성인식 기반의 AI기
기와 연동되는 대화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전환기 도래
․ 과거 스마트홈 기술이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가전제품을 조작하
는 데 그쳤다면, 음성인식 AI 기능과 결합된 스마트홈 가전은 사용자와의
대화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
․ 특히 집안의 다양한 기기를 음성으로 제어하는 스피커 시장이 스마트홈
구축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
․ 향후 시장 주도권은 실생활에서 소비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대중적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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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비스 제공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
- (카메라 모듈 혁신) 사물 촬영에서 사물 인식 중심의 카메라 모듈의 혁
신·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존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
․ 카메라 모듈의 사물 인식 기능이 발전하면서 단순 촬영 기능을 넘어 스마
트 기기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주체적 역할로 부상
․ 가장 먼저 보편화되고 있는 기술은 ‘듀얼 카메라’로 스마트 기기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카메라 모듈을 장착하여 각 렌즈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한
피사체를 촬영하기 때문에 3D 입체 인식이 가능
․ 이 외에도 AR, VR, 모션 인식, 360도 촬영 등 하드웨어적 혁신 기술이 논
의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기존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
6)

가전부문)2017년 가전업계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프리미엄화라고 볼 수
있음. 제품 프리미엄화를 통한 P(제품 ASP) 상승과 프리미엄 제품 확대 판
매로 인한 Q(판매량) 상승이 동반적으로 나타나며, 2017년 가전업체들의 의
미있는 실적 변화를 보여준 한 해였음.
- 기존 백색가전에서 벗어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기능이 더해
진 프리미엄가전, 5G와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시대에 꼭 필요한 스마트가
전, 삶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뉴라이프 가전 등이 더해지면서 기
존 산업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
- 2016년 이후, 국내 업체들의 과감한 R&D 투자의 결과물이 가전산업의 프
리미엄화 흐름에 맞춰 매출과 영업이익,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 LG전자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부터 글로벌 메이저 가전업체인 월풀과 일
렉트로룩스를 앞서나가기 시작했으며, 영업이익 규모도 2017년 월풀과 동
등한 수준까지 증가하였음.
- 2018년 가전산업에서 새롭게 나타날 흐름은 뉴라이프 가전의 성장으로서,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 일상생활에 대한 투자 증가
등 새로운 가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으로 대표되는 대형가전은 가구 당 보급률이 80%이
상인 필수가전에 해당되며, 가전업체의 매출 내에서도 90% 수준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

6) 2018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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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동향)
- 금액기준 국가별 전자산업 생산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이 세계생산의
39.1%로 압도적 1위이며, 다음은 미국, 일본, 한국 순임.

ㅇ (

표 23. 세계 전자산업 주요국가 생산동향 (금액기준)

-

수량기준 국가별 전자산업 생산 순위는 중국이 세계생산의 67.8%로 압도적
1위이며, 다음은 한국 8.8%, 베트남 5.0%, 대만 4.9%, 일본 3.5% 순
표 24. 세계 전자산업 주요국가·지역별 생산동향 (수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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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가별 전자산업 시장순위를 살펴보면, 2014년 까지 최대시장이었
던 미국시장이 2015년에 중국시장에 1위 자리를 내준 후 계속 2위 시장에
머무르고 있음. 한국시장은 일본, 독일에 이은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
난 2년간 0.2%씩 감소하여 2016년에는 세계시장의 3.0% 점유

- 2016

세계생산 20대 전자기업 순위

ㅇ

한국기업의 세계생산 순위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1위, 삼성디스플레이 2위,
LG디스플레이 9위, LG이노텍 11위, 삼성전기 17위 수준임
-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6개사, 한국 5개사, 대만 4개사, 일본 3개사,
미국 2개사를 보유하고 있음
-

표 25. 세계 20대 전자기업 순위 (수량기준, 2016)

- 69 -

한국생산 20대 전자기업 순위

ㅇ

글로벌기업의 한국생산은 한국기업이 13개사로 압도적 다수이며, 다음은
미국·인도·일본·프랑스 각 1개사씩 진출해 있음
- 외국계 기업인 General Motors, Mahindra & Mahindra, 日産自動車, Renault
등 4개사는 모두 자동차관련 전자제품 생산
-

표 26. 한국 20대 전자기업 순위 (수량기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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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순위

ㅇ

기기) TV를 주축으로한 AV기기의 세계생산 기업순위를 살펴보면, 삼성
전자 및 LG전자 등 한국기업이 1위, 2위를 차지하며, 3위·5위는 대만계
폭스콘·TPV, 4위는 중국계 TCL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계 기업은 소
니·캐논은 8위·9위에 위치하고 있음.

- (AV

* A V기 기 : TV, CDP,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DVDP, 게임기, HMD 등

백색가전) 냉장고 및 세탁기를 주축으로 하는 백색가전 세계생산 기업순
위를 살펴보면, Midea·Haier 등 중국계기업의 1위·2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계 기업은 3위·4위, 미국계 기업인 월풀은 6위,
일본계 기업인 파나소닉은 8위를 차지하고 있음

- (

* 백색가전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정보통신) 휴대폰·PC를 주축으로 하는 정보통신 관련 세계생산 기업순위
를 살펴보면,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기업이 1위·5위를 차지하며, 애플
제품 위탁생산중인 대만계 기업인 폭스콘·페가트론·콴타는 2위·6위·7
위 수준이며, 중국계 기업인 오포·트랜션은 3위·4위

- (

*

정보통신 : 휴대폰, PC, 스마트와치, 헬스케어밴드, PC모니터, 서버, 복사기, 복
합기, 프린터 등

모빌리티) 최대 생산기업은 감시카메라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계 기업
Hikvision(海康威視)이 차지했으며, 다음은 전기차 및 전기오토바이 관련기
업인 일본계 기업 本田技研工業이 차지함. 세계 드론시장의 70.8%를 차지
하는 DJI(大疆创)는 170만대 생산으로 22위, 한국계 드론생산 기업인 USIS
는 5천대를 생산하여 드론분야 세계4위, 모빌리티분야 69위를 기록함. 3D
프린터 최대 생산기업인 대만계 XYZPrinting은 5만대 생산으로 60위, 한국
계 기업인 오픈크리에이터즈는 4천대를 생산하여 3D분야 세계4위, 모빌리
티분야 71위를 기록함.

- (

*

모빌리티 : 드론, 감시카메라, 3D프린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전장부품) 카네비게이션 및 자동차용 2차전지를 주력으로 하는 전장부품
관련 글로벌 기업의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계 기업인 파나소닉·바이오니
아·소니가 1위·3위·4위 차지. 2위·5위는 독일기업, 한국기업은 20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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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현대모비스·LG화학 등 2개사가 각각 7위·17위에 위치하고 있음.
삼성SDI·SK이노베이션·LG전자는 28위·33위·37위의 생산규모
*

전장부품 : 카오디오, 카네비게이션, 헤드업디스플레이, 차량카메라, 자동차용 2
차전지 등

전자부품) LCD 및 카메라모듈을 주력으로 하는 전자부품 관련 글로벌기업
의 생산순위를 살펴보면, 한국계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
이·LG이노텍·삼성전기 등 4개사가 각각 1위·7위·9위·15위에 위치하
고 있음. 중국계 기업인 BOE·O-Film·Truly 등 3개사는 2위·3위·5위의
생산규모를 시현하고 있고, 일본계 기업인 샤프는 4위 수준임.

- (

*

전자부품 : LCD, OLED, 소형카메라모듈, HDD, 광픽업 등

표 27. 전자부품 세계 20대 생산기업 순위 (수량기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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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ㅇ

년 하반기 기준 모든 직종의 종사자는 11,132,595명으로 추산됨. 이 중
에서 전자산업 관련직(전기전자 관련직 + 정보통신 관련직)”은 1,052,390
명으로 전체의 9.4%의 비중을 차지하여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직”(2,344,955명, 21.11%)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자산업 관련직
다음으로는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남
- 업종별 분류에서 전자산업에 해당하는“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을 기준 현
원은 523,353명으로 나타나 전체 산업 현원의 4.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남
- 2009년 전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전자산업 관련직의 비중은 평균
9.8%p로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전자산업의 현원비중은 2010년 하반기 11.20%로 최고점을 기록. 2011년 전
반기 9.69%로 감소하여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
8.93%로 최저점을 기록함. 2016년 하반기 현재 9.45%로 이 기간 평균
9.8%p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 2016

표 28. 전자산업 인력수요 변화추이 (2009~2016)

전자산업의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
․ (현원) 전자산업 관련직의 현원은 전체 직종 현원의 9.4%의 비중을 차지하
여 전체 직종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임
․ (구인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현원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은 아니지만, 구인인
원(인력수요)도 전체의 7.6%의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직종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채용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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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있는 인원도 전체 직종의 9.0%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채용인원) 전자산업 관련직은 전체 직종 중 다섯 번째로 큰 비중 차지
․ (비중 변화추이) 현원, 구인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채용인원 비중 감소 추
세
- 전자산업의 인력수급불일치가 나타나는 인원의 규모는 크지만, 미충원률
기준으로 파악한 심각성은 전체 중간 수준에 해당 도드라지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미충원인원) 전자산업 관련직 미충원인원은 전체의 7.8%로서 전체 직종
중 여섯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 곧 전자산업 관련직은 규모 면에서 인력
수급불일치 정도가 전체 직종 중 다소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불일치 원인의 소재를 수요나 공급 측면 어느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
움
․ (미충원률) 전자산업 관련직의 이 비율은 12.75%로 전체 직종 중에서 중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동차 산업 및 시장현황
ㅇ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은 높은 기술수준과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여 국가 경
제 성장과 함께 성장한 산업으로 국가 경제에서 약 10%의 비중을차지하는
큰 버팀목 역할 담당
- 국내에서는 연간 약 450만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의 2배 이상을
해외에 수출

□

* 2016년 자동차 생산량은 –7.2% 감소한 423만대를 생산, 국내 판매는 –0.4%
감소한 182만대로 판매, 수출은 세계적인 자동차 수요 둔화와 파업, 해외생산
확대 등의 악재로 인하여 –11.8% 감소한 262만대를 기록했으며 수출금액은 전
년대비 -11,8% 감소한 406억불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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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한국 자동차 산업 실적
구분
생 산
수 출
(금액)
부품 수출(금액)
국내판매
국산차
수입차
-

년
증감율

2013

년
증감율

2014

(

단위 : 천대, 억불, %)

년
증감율

2015

년
증감율

2016

4521

-0.9

4525

0.1

4556

0.7

4,229

-7.2

3089

-2.6

3063

-0.8

2976

-2.8

486

3.0

489

0.6

458

-6.4

406

-11.3

261

6.0

266

2.1

255

-4.1

244

-44

1540

-0.1

1661

7.9

1833

10.4

1,825

-0.4

1382

-2.0

1446

4.6

1558

7.7

1,600

1.0

158

20.4

215

36.1

275

27.9

252

83

2,623 -11.8

한국은 국가별 차량 생산에서 세계 6위로 7개의 완성차 업체가 있으며, 메
이커별로는 현대기아차(주)가 세계 7위

* 완성차 생산업체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자일대우버스, 타타대
우등

그림 19.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 완성차 업체의 매출과 생산량이 증가 하면서,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 순위
에 현대 모비스 6위, 현대 위아 32위, 만도 45위 등 한국 자동차부품업체
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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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 중 한국기업 순위
- 한국은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인접해 있을뿐 아니라 한국 자
체만으로도 시장규모와 생산 환경 등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큰 나라로, 세
계적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한국을 세계적 네트워크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이용함
표 30. 한국 진출 부품 업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케나다

-

자동차 산업의 입지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 클러스터, 울산을 중
심으로 한 동남권 클러스터, 광주/군산 등 호남권 클러스터로 구분되며 완
성차 및 관련 부품업체들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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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자동차 관련 산업의 분포
ㅇ 자동차산업은 2만여개의 부품으로 생산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큰 산
업으로 제조업 1위이며, 제조업 생산의 11.59%, 고용의 10.93%, 부가가치의
11.06% 및 세수는 16%을 차지
구분
자동차부품
(제조업내 비중)
-

표 31. 자동차부품산업의 위상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영업이익
6,435개
175만명
170조원
6.4조원

인건비
7.3조원

(11.59%)

(6.0%)

(10.93%)

(4.9%)

(3.9%)

출처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 조사보고서(2012)

자동차산업은 생산의 약 65%를 수출하는 수출전략산업이고 30년 연속 무
역흑자 행진하며 최대 무역수지 흑자산업으로서, 한국경제에서 약 12%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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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출(억불, ‘12년)
총수출 비중(%)

표 32. 산업별 수출액 및 비중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일반기계 휴대폰
544

507

491

361

276

11.7

10.9

10.5

7.7

5.9

부품 산업)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16년 말 자동차회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대우버스, 타타대우)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수는 전년대비 2.8% 감소한 858개사이며, 이중 대기업이 26개
사(3.0%), 중견기업이 216개사(25.2%), 중소기업이 616개사(71.8%)임

ㅇ (

표 33. 기업규모별 업체 수
(

단위 : 개, %)

연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증감률

2012

25

180

682

887

0.1

2013

29

200

669

898

1.2

2014

27

204

648

879

-2.1

2015

27

214

642

883

0.5

2016

26

216

616

858

-2.8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부품 산업계 매출액 규모는 2015년 대비 0.8% 증가한 75.89조원을 보이며,
국내 자동차 생산 증가 및 부품 수출증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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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도별 매출액 추이
매출 실적
A/S
수출
합계

단위 : 억원, %)

(

연도

OEM

증감률

2012

519,732

30,184

199,443

750,359

10.6

2013

507,352

30,441

210,510

748,303

-0.3

2014

519,993

31,200

215,857

767,050

2.5

2015

484,810

33,937

219,645

738,392

-3.7

2016

466,784

32,675

259,511

758,970

0.8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년대 중후반부터 중국, 미국, 인도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투자가 빠르게 증가
-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필요한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거나 기술적 우위요소
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부품업체와 동반 진출에 의해 부품업체의 해외 투
자도 증가

ㅇ 2000

* 최근에는 러시아, 브라질, 아세안 등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자동차수요가 늘고
있는 신흥시장에 진출하여 생산설비 구축 중

그림 22. 현대 기아차 글로벌 생산 거점
ㅇ 해외생산 국가도 2007년에는 미국, 인도, 중국, 터키 등 4개국에 불과하였으
며 중국, 인도, 미국이 20%대의 비중을 차지, 2013년에는 중국의 비중은
38.7%로 더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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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내 422대 생산, 국외 465대 생산, 국내 생산량이 처음으로 해외
생산량에 역전됨

- 2016

그림 23. 국내외 자동차 생산량 추이
ㅇ 현대기아차는 부품업체와 해외에서 생산을 위해 동반 진출
- 현대기아차와 해외 동반진출한 협력업체 수는 세계화 초기인 1997년 34개
사에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된 2004년 287개사, 2015년에는 608개사로
증가
* 동 기간 중 1차 협력업체는 17개사에서 265사로, 2차 협력업체 수는 17개사에서
343사로 증가

현대기아차 협력사의 해외거래 금액은 2003년 3,8조 원에서 2011년 25.2조
원, 2014년에는 36.5조 원으로 증가
ㅇ 바텔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각 국가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 추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기술수준 평가 결과 한국은 자동차기술 부분에서 4위를 차지
- 세계 주요 10개 연구기술 분야에 대한 R&D 선도 국가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 70개국, 914명 응답
표 35. 세계 주요 10대 연구·기술분야 R&D 선도국가
-

출처 : 2013 Global R&D Funding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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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술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및 과학기술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기술수준 평가 진
행(2016년)
- 스마트 자동차기술 관련해서 주요국 기술수준 및 격차는 최고 기술국 대비
78.8% 수준, 3.9년 격차가 있음
표 36. 2016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격차(스마트 자동차기술)

ㅇ

출처 : 2016년 기술수준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환경친화 자동차기술 관련해서 주요국 기술수준 및 격차는 최고 기술국 대
비 83.1%수준, 2.8년 격차가 있음
표 37. 2016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격차(환경친화 자동차기술)

출처 : 2016년 기술수준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력현황) 한국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
으로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연평균 6.0% 성장
- 2010년 이후 자동차 산업의 인력 증가는 완성차보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에서 나타남
- 사업체당 연력 수는 2009년 31명에서 2013년 28명 수준으로 떨어져서 중소
기업 중심으로 인력이 증가했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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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고용 구성은 자체용 부품 제조업 20%, 엔진용 부품 제조업 18%, 동력전
달장치 제조업 14% 순서로 차지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3

그림 24.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인력 현황
-

완성차 부분보다는 자동차부품 부분에서 고용성장이 높았음. 완성차 부품
은 일자리 창출은 작은 데 비해 일자리 소멸은 크고, 자동차부품은 고용규
모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소명도 큼

* 자동차부품은 2008년 경제위기 시점을 제외하고는 양의 성장을 보임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완성차)에서는 30대 인력의 활용보다는
40대와 50대 장년층의 인력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완성차 부문 정규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을 나타냄
-

자동차부품제조업(303)에서는 완성차 부문(301)과는 달리 청장년(30대 초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60세 정년 시점 이후에도 중고령 인력을 활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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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자동차 엔진용 부품 및 부품제조업 연령별 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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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3.1.
3.2.
3.3.

조사대상 프로젝트 개요

사업배경 및 목적
추진 경위
사업 개요

- 85 -

- 86 -

조사대상 프로젝트 개요

Ⅲ.
3.1.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배경

□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은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대상
국가들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
설팅 등의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ㅇ

-

-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원조 수혜
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세계사에 유래가 드문 경제발전을 이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음
대한민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협력대상국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흥하기 위하여 경제 발전 경험 공유사업(KSP)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의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을 실시하고 있음

* 개도국 및 경제협력 국가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경험(식민지, 내전 등)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높은 관심을 표명

정부는 '제6차 한-베트남 ODA 정책협의회*('11.4.21. 베트남 하노이)'를 개
최,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 수립․추진

ㅇ

* 한-베트남 ODA 정책협의회는 '06년 이래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공동 연례 개최

-

-

동 전략은 우리 정부의 對베트남 최상위 공적개발원조 계획으로 베트남 원
조의 방향과 기본 틀 제공
최우선 협력대상국으로 베트남이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
베트남 무역규모 등 전략적 파트너국의 위상에 걸맞는 상생발전형 산업기
술협력 확대방안 마련 필요

ㅇ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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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규모(억불)
436.9(‘17)/3위

- 對

: 71.5(‘09)/10

위

→ 210.9(’13)/6

위

→

베트남 소재부품 무역수지($) : 42억(’10) → 68억(’12) → 106.6억(’14)
→ 168억(’16)

-對

ㅇ

한-신흥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국의 생산역량 제고를 위한 신흥국들
의 기술협력(TASK)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됨 .
- (정상방문) 베트남 순방(‘13), 중앙아 3개국 순방(‘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14), 중남미 4개국 순방(‘15), 이란 정상외교(‘16.5), 인니 방문(’17. 11) 등
7)

ㅇ

아세안 국가 대상의 TASK사업 사업 추진
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안건으로“한-아세안 글로벌 산업기
술나눔” 협력 제안
- 2015.5월, 한-아세안 고위경제관리회의 SEOM의 일환으로“한-아세안
TASK” 프로그램 제안
- 2015.5월~6월, 아세안 10개국 대상 TASK 국가별 수요조사 시 태국, 말레
이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 8개
국에서 응답
- 2016.2월, 아세안 사무국에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사업
제안
- 2016년 5월, 제1차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사업 추진
- 2017년 5월, 제2차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사업 추진
- 2014.12 ,

□
ㅇ

추진 필요성
새정부는 新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상
생협력 의지를 천명
는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인니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TASK사

- VIP

7) 개도국의 TASK지원 요청 추이 : 2건(’15) → 3건(’16) → 9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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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강화하고 예산 및 인력 확대 필요 제안 (’17.11.9)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
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

ㅇ

-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부품소재산업 육성계획(Planning

on

the

을
통해 2020년까지 주요 부품의 자국내 조달 비율을 최대 95%까지 증가를
목표
development of Vietnam's Supoorting industry to 2010 with vision 2020)

* 자동차 운전석 및 실내, 프레임, 타이어, 기어박스, 운항 시스템 및 엔진 등 핵
심부품에 대해서는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

최근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 업체와의 협력
필요성 증대 및 현지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ㅇ

-

베트남은 중국, 미국, 홍콩에 이어 제4위 투자대상국이며, 가장 유망한
Post-China 투자국

센터의 현지 상시 기술지도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베트남 산
업 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체계 강화 필요

ㅇ TASK

-

□
ㅇ

기존 TASK사업에서는 연간 3회, 1회 방문 시 1사 최대 1일 지도를 통해서
기술전수의 효과성과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어 왔으므로 그 해결방안으로
현지에서의 상시 기술지도 필요

추진 목적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후발국들 중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국
가로서 저개발국에서 중소득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탄력적으로 호응하는 맞춤형 원조 방안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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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베트남은 고부가가치로의 가치사슬을 강화화기 위한 기술인력 양성 등 인
적 자원개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원조를 강화할
경우 향후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환경 구축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베트남 정부의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에서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고급 인력 육성을 선정
-

-

국제적 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자 관리자 역량강화 및 과학
기술 개발을 통한 고급기술자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산업분야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 대학 학과 연구소 육성 및
R&D 역량 강화가 필요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CPS 목표 ‘ 과학기술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현대산업국가 진입 지원’ 해당

ㅇ

-

교육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중심의 고급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 및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지원

본 사업은 5대 국정 목표 중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 전략
중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중 다
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임.

ㅇ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특히 99-3 청년 일자리와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 원조)
-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98.

신흥국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형 산업기술협력을 위해 TASK센터
설립 필요

ㅇ

-

생산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현지 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 엔지니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핸 전문인력 양성, 베트남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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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지
원
조사 목적

□

우리나라의 베트남 TASK 센터 조성 지원의 타당성 조사

ㅇ

-

-

베트남의 전자산업 및 자동차부품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우리 정부의
ODA 지원범위, 파급효과, 베트남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등
베트남 정부에서 요청하는 TASK 센터 설립 관련해서 산업현장 기술지도,
엔지니어 양성, 컨설턴트 양성 등 지원 사항의 타당성 조사

우리나라 및 베트남의 전자산업 및 자동차산업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ODA
모델 설계

ㅇ

-

베트남 ODA TASK 사업과 연계한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

-

전자부품 및 자동차부품산업 특성에 맞는 현지 진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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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진 경위
사업 추진 경과

□

월 제6차 한-베트남 ODA 정책협의회(베트남 하노이)를 개최,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 수립․추진

ㅇ 2011.4 ,

ㅇ 2011

년 양국간 "원전건설 및 포괄적 산업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협력사업의 하나로 소재부품산업협력 선정하여 2012년부터 한-베트남 소
재부품협력 사업 시행 중

년 2월 제8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개최 및 TASK 센터 추진 서명
a. 양국 산업부 장관 간 TASK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RoD 서명
b. 베트남 산업무역부-KIAT 간 TASK센터 조성 LOI 서명

ㅇ 2018

3.3.

사업 개요

□ ODA

모델 개요

사업명 : 베트남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센터 조성 및 지원
(영문명 : Vietnam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VITASK)

ㅇ

Cente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ogram)
ㅇ
ㅇ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총 5년)
설립 목적 : 양국 소재부품 상생협력을 위한 ‘한-베트남 TASK협력센터’
설립하여 베트남의 수요에 기반한 소재부품 기술역량 제고, 전문 인력 양
성, 양국 기업간 교류협력 확대 등 상시 지원을 통해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산업현장 기술 전수

* 베트남 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현장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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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기업간 GVC 구축 및 기술교류 확대 지원
-

엔지니어 양성 교육

-

기술혁신 역량강화

-

시험인증/신뢰성 장비 운영

* 개도국 대학인력 대상 산업기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 현지 기업 및 현지 진출 국내기업과의 취업연계 지원
* 베트남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베트남 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진입을 위한 전자 및 자동차 소재부품
분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험 및 인증 지원

그림 26. 한-베트안 TASK 센터 지원 모델
설립 위치 : 베트남 하노이

ㅇ

-

베트남의 수도로 역대 왕조가 왕도로 정한 도시, 2008년 하떠이 성(Ha
Tay), 빈푹 성(Vinh Phuc) 등 주변의 여러 지역이 하노이와 통합을 통해
메트로폴리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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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급속히 성장 중이며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의
본사가 위치

* 2016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3,500달러 수준, 주요산업은 중·경공업

그림 27. 베트남 하노이 중앙직할시(河內 베트남어: Hà Nội)
사업비 : 총 사업비 약 137억 원(‘19년 : 17억 원)

ㅇ

-

한국 정부 지원 : 137억원

-

한국 민간(참여기업) 지원 : 참여기업은 기술전문가로 참여

* 산업현장 기술지도 : 50.2억원 (444만불)
*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강화 : 20.7억원 (183만불)
* 시험인증 : 40억원 (354만불)
* 행정비/기타 운영비 : 26.1억원 (619만불)
* 산업현장 기술지도 전문가 참여 및 파견
* 엔지니어양성 및 역량강화의 강사진 참여

-

베트남 정부 지원 : 협력파트너 지정, 수요기업 발굴 및 선정, 대학 선별
관리, 시험인증장비 구축(일부), 행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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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한국 총 소요예산 내역(2019~2023년)
(

단위 : 백만 원)

(

단위 : 백만 원)

구분 소요비용
내용
산업현장 5,020 ·전문가 구성 및 파견, 생산현장 애로기술 분석, 개선방안 도
기술지도
출 및 현장 지도
엔지니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개설
양성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취업 연계 지원
및
2,070 ·제조기술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기술혁신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
역량강화
로그램 개설 운영
장비 구축 (베트남 측과 공동 분담)
시험 인증 4,000 ··시험인증
시험인증 장비 운영
운영 및 2,610 ·사업 운영 실무진 구성 및 파견
행정비 등
·임대료, 사무용품, 성과활용 행사 및 홍보 등
합계
13,700
표 39. 한국 1차년도 예산 내역(2019년)

구분 소요비용
내용
산업현장
·전문가 구성 및 파견, 생산현장 애로기술 분석, 개선방안 도
900
기술지도
출 및 현장 지도
엔지니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개설
양성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취업 연계 지원
및
390
·제조기술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기술혁신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
역량강화
로그램 개설 운영
운영 및
·사업 운영 실무진 구성 및 파견
410
행정비 등
·임대료, 사무용품, 성과활용 행사 및 홍보 등
합계
1,700
추진 전략

□

체계적인 TASK 지원 체계 구축

ㅇ

-

애로기술 지도에 필요한 각 분야 전문 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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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수준이 높고 베트남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기업 적극 유치
국내 대학을 졸업한 수원국 출신 전문가를 사업에 포함하여 현지와의 의
사소통, 문서작성 등에 활용
하노이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한-베트남 TASK 센터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교육·훈련 과정의 내실화

-

현지 한국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동반성장 모색

지식⦁정보 중심의 고부가 가치형 기업 지원

ㅇ

-

시장정보, 기업정보, 기술정보 등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 적극 참여 유도

-

수요기업 기술수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 및 교육 제공

-

효율적인 정보DB을 구축, 운영하여 양국 기업에 기술⦁인력 정보 제공

-

주기적인 현지기업의 의견 수렴과 TASK 센터 운영 반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프로그램 실행

ㅇ

-

-

주력산업(전자, 자동차)의 한국과 베트남의 시장구조, 양국 여건,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기업 간 협력프로그램 제안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한-베트남 산학연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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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표 40. 전체 추진일정

일련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구분

세부내용

실무진 구성 및 센터 설립
TASK 센터 마스터 플랜 및 로드맵 수립
설립
양국 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
수요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
산업현장 생산현장 기술지도 실시
기술지도
양국 기업간 기술교류회
교육 과정·교재 개발
엔지니어
강사진 구성 및 초청
양성
교육 실시 및 학위 수여
교육 과정·교재 개발
기술 혁신 강사진 구성 및 초청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학위 수여
공간 확보 및 세부 계획 수립
시험인증
시험인증 장비구축
시험인증 장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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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연도별)
1차년도
2~5차년도

표 41. 당해년도 추진일정
구분
센터
설립
기술
지도
교육
역량
강화

사업추진내용
실무진 구성 및 센터 설립
마스터 플랜 및 로드맵 수립
양국 자료 수집 및 현황 분석
시험 인증 분야 상세 설계
수요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
생산현장 기술지도 실시
양국 기업간 기술교류회
교육 과정·교재 개발
강사진 구성 및 초청
교육 실시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
체계·내용 개발
강사진 구성 및 참가자 모집
컨설턴트 양성과정 개설 및
운영

추 진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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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타당성조사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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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수행체계

Ⅳ.

추진 체계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베트남 정부와 사업 기획 및 계획 수립

베트남
기획투자부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한 베트남 TASK 사업 계획 수립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무역부
·한-베트남 TASK 사업 세부
내용 계획 및 시행
·협력파트너 지정 및 행정지원
▼
베트남 국립대 공대(HNU-UET),
하노이 공대(HUST) 등
·교육과정, 컨설턴트 양성과정
공동운영
·학생 선발 협조 및 행정지원

사업 세부 내용 계획 및
시행, 센터 운영 주체

·TASK

↔

▼

수행기관
·실무진 파견,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분야 기술지도, 교육
과정, 컨설턴트 양성과정 등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와의 TASK 사업 세부 내용 계획 및 시행 협력 진행
- 베트남 TASK 센터 운영 주체로서 설립, 운영 관리 및 행정 지원
- 사업 진행을 위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협조
-

수행기관

ㅇ

수행기관은 각각 전자부품/자동차부품 분야에서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
- 본 사업 진행 시 전자부품/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기
술역량 제고, 전문인력 양성, 기업 혁신역량 강화 등을 상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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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TASK 센터 운영을 위한 실무자 구성 및 파견
- 생산현장 기술지도를 위한 수요기업 선정, 애로기술 조사, 국내 전문가 선
정등
-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 기술지도 추진
- 시험 인증 장비 구축을 위한 세부 설계 및 구축, 운영
- 엔지니어 양성 교육 과정 및 컨설턴트 양성 과정 개발(개설) 운영
-

* 수료생의 현지 한국 기업 취업 연계 지원

-

기술교류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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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타당성조사 내용 및 범위

센터 설립
산업현장 기술지도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시험 인증 분야
사업 경제성 및 편익 분석

5.1. TASK
5.2.
5.3.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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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타당성조사 내용 및 범위

5.1.

T AS K

센터 설립

수요 및 타당성 분석 기술 수요 및 현지 한국기업 수요 분석

ㅇ

:

기술 수요 분석 : 베트남 소재부품 현지 조달 시장, 베트남 정부 소재부
품 관련 정책 동향, 소재부품 시장
- 현지 한국기업 수요 분석 : 베트남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요인, 애
로 요인 중 기술/인력 부분 분석
-

ㅇ TASK

센터 추진 계획

추진 전략 : TASK 센터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소재부품 산업 개선 방안
- TASK센터 설립 세부 계획안 작성
- 소요 예산 산정
-

산업현장 기술지도

5.2.

ㅇ

베트남 현지 기술 수준 조사
전자부품 분야 및 자동차부품 분야
- 베트남 현지 기업의 기술 수준 및 한국과의 격차 확인
-

ㅇ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도 추진 경과
추진된 한-베트남 소재부품협력사업 추진 경과 확인
- 기술지도 프로그램 참여 국내 전문가 및 베트남 현지 기업 설문 결과
- 기술지도 프로그램의 효과 확인
- 旣

ㅇ

산업현장 기술지도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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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기술지도 세부 방안 마련
- 소요 예산 산정
-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5.3.

수요 및 타당성 분석 전자 및 자동차 분야 현지 진출 및 현지 기업 인력
관련 애로 사항 분석 진행

ㅇ

: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세부 추진 계획

ㅇ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신설 계획
-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소요 예산 산정
-

시험 인증 분야

5.4.

수요 및 타당성 분석 시험 인증 장비 구축 및 운영 필요성 및 타당성 분
석 진행

ㅇ

:

시험 인증 관련 세부 추진 계획

ㅇ

시험 인증 장비 구축 계획
- 시험 인증 장비 활용 및 운영 계획
- 소요 예산 산정
-

사업 경제성 및 편익 분석

5.5.

ㅇ

ㅇ

경제적 편익 분석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베트남 경제의 편익 분
석 진행
:

사회적 편익 분석 : 본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베트남의 사회적 편익 분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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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타당성조사 수행 결과
.

6.1.
6.2.
6.3.

각 분야별 타당성 분석
각 분야별 세부 계획
사업 경제성 및 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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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타당성조사 수행결과
.

6.1.

T AS K

6.1.1.

센터 각 분야별 타당성 분석

T AS K

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기술 수요 분석

□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투자 증대에 따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 소재부품의
현지 조달 시장이 커지고 있음.

ㅇ

베트남 소재부품 조달 시장

ㅇ

글로벌 전자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베트남 외투기업이 베트남 전체 전자기업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 외투기업이 베트남 시장의 80% 이상,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함.
-

베트남 정부의 글로벌 조달 허용 요구

ㅇ

베트남 정부는 현지 글로벌 기업에 현지 생산 부품 활용 요구
- 한국계/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부품 조달 시장 확대 예정임.
- 그러나 현지 베트남 기업의 기술과 경영 능력이 낙후
-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조달 시장 참여가 곤란한 상태임.
-

소재 부품 시장의 확대

ㅇ

8)

인텔(미국): 반도체 칩 생산으로 반도체 관련 부품
- 삼성전자(한국): 휴대폰 관련 부품
- LG전자(한국): TV
- 마이크로소프트(미국): 휴대폰
- 캐논(일본): 스캐너 및 복합프린터, 레이저프린터
- Robert Bosch(독일): 가솔린 엔진 생산 공장
-

8) KOTRA 호치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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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휴대폰,컴퓨터
- Fuji Xerox(일본): 레이저 프린터, 복사기
- Kingtec Group(대만):자동차용 제네레이터, 조명기기
- Compal Electronics(

소재 부품 관련 기술 이전 수요

ㅇ

-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공장 설립에 따라 베트남의 현지 소재부품
기술역량을 강화되는 경우 새로운 수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한국의 소재부품 기업과 베트남 현지 기업 간의 협력모델이 필요한
상태임.

현지 한국 기업 수요 분석

□

현지진출 한국 기업 향후 현지 사업을 확장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적절
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함께 행정·절차상의
복잡함에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향후 한국 기업은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베트
남 이외 지역으로 이전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임.

ㅇ

출처 :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과 과제, KOTRA, Global Market Report 2015

그림 28. 한국기업의 경영애로(좌) 및 향후 사업 계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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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산업현장 기술지도 타당성 분석

베트남 기술 수준 조사
□ 전자 분야

6.1.2.1.

한국 전자업계의 해외 투자 동향

ㅇ

해외투자는 전기전자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기에
는 영상․음향기기, 유선통신장비, 컴퓨터 등 완제품 중심임. 하지만, 2010
년 이후에는 반도체, LCD, 이차전지, LED 등 대규모 장치산업을 동반한
핵심부품 중심으로 해외투자 단행
- 중국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LED 등 한국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핵심부품 분야를 대규모로 투자하기 시작하여, 삼성전자는 2012년부
터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반도체 라인을 75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있
으며,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지역에 메모리반도체 라인을 2006년부터 투
자. 또한 삼성(2013)과 LG(2014)는 중국에 각각 디스플레이 라인을 대규모
투자하여 양산 중
- 핵심기능만 보유하고 조립은 해외 이전하는 국제가치사슬(GVC)분산 체제
확대 중임. 삼성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핵심부품은 중국
에서 생산하고 스마트폰, 가전 등 Set제품은 베트남에서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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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한국전자업계의 GVC(Global Value Chain) 이동
(출처 : 산업연구원)
현재 베트남 전자산업은 각 산업분야 중 발전이 늦은 산업 중 하나로 현지
생산이 내수 수요의 20~30% 정도 부응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함.
- 베트남 전자산업은 아직 태동단계이며, 특히 하드웨어 제조업은 아날로그
제품 중심이고, 그마저도 업체가 많지 않은 실정임.
- 현재 베트남 전자산업은 약 300개의 사업체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67개
업체가 외국계 업체임.
- 대부분의 가전제품 회사들은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제품을 조립하고 있
음.

ㅇ

전자부품 및 부속품 분야는 더욱 열악해 포장지, 플라스틱 금형과 부품류,
일부 공구류 등만이 현지에서 생산·조달되고 있는 형편임.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FDI)에 의존하는 시장개방 정책을 중점추진하
고 있음. 이로 인해 자국기업의 사업기회도 그 만큼 위축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에서는 한국 전자업계에게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ㅇ

9)

9)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가 베트남계 현지기업의 생산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베트남에 전혀 도움이 안 되므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삼성전자는 현지 삼성협력기업협의체(SSAV : Samsung Supplier Association in
Vietnam)를 통해 대책회의 및 부품전시회까지 개최했으나, 근본적으로 베트남계 부품을 조달할 수가 없었음. 베트
남 기업들의 기술능력이나 제조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QCD(품질, 제조원가, 납기) 요구수준을 맞춰 줄 기업이 없다
는 것임.

- 113 -

각종 부품 및 부속품 제조기업 수 또한 상당히 적어 베트남 전자회사협회
(VEIA)의 회원인 약 100개 기업 중 10개 기업만이 각종 부품 및 부속품들
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인 투자기업임.
- 현재 베트남에서는 Viettronics, Hanel, Tien dat 등의 회사에서 Speaker,
Magnet 등의 일부 부품들을 시장에 내 놓는 것을 제외하고는 베트남산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이외의 주요 부품 및 부속품은 외국계일 경우 본국에서 대부분의 부품 및
부속품을 수입해오고, 일부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서 공급받
고 있음.

ㅇ

그림 30. 스마트폰 산업지도 (출처 : 신한금융투자)
자동차 분야
ㅇ 자동차당 부품이 2~3만개 정도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베트남에는 약 50개
사의 자동차관련 업체가 있으며 이는 매우 영세한 수준, 이로 인해 자동차
부품의 현지 조달 비율이 매우 낮은편
- 베트남 토종 자동차 기업인 Thaco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15~20%이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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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동차 메이커 중 베트남에서 가장 큰 생산규모를 자랑하는 도요타의
이노바 차량은 30~40% 수준

* Toyota Vietnam은 현재 약 11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조달받고
있는데, 단순 플라스틱 부품, 고무 제품, 전지, 전선 등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

베트남 현지 자동차 업체들의 기술수준은 용접, 조립, 코팅 등 기본적인 수
준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기술 매우 낮으며 산업 환경이 열악함
- 베트남이 수행 가능한 역할은 한정이 되어 해외로부터 부품을 조달에 따
른 반조립(CKD) 중심으로 발전

ㅇ

* 베트남 자동차 생산량이 주변국에 비해 작기 때문에 자국 기업도 부품산업에
진출하지 못함
* 금속가공, 금형, 수지성형, 기계부품 등 저변 산업이 충분히 집적되지 못해 기술
수준이 낮고 기업 층이 충분하지 않음

자동차부품의 기술수준, 제조 특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 제품군을 분류하고
각 제품군에 따른 베트남 기술 수준을 간접적으로 조사

ㅇ

표 42. 자동차부품 분류
구분 자동차부품분류
부품 예
공통 규격 / 간단한
배터리, 타이어, 볼트, 바퀴, 도장료 도구
A
표준 부품
세트 등
B
노동 집약적 부품 와이어 하네스, 에어백, 시트 세트, 카펫 등
, 공조 시스템, 브레이크
C
차량 별 부품 (B 제외) 와이퍼 시스템
시스템, 차축 등
D
핵심 부품
엔진, 미션, 기어 박스 등
소재 산업의 입지가
범퍼, 차체 (보닛, 트렁크 커버, 사이드
E
필요한 부품
프레임, 도어), 조종석 유리 등
- (A·B 그룹) 공통 규격/ 간단한 표준부품과 노동 집약적 부품 그룹은 현
지 조달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 비교적 간단하고 생산 가능한 부품과
노동비용의 저렴함, 노동의 질로부터 경쟁력 보유 분야
*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외국계 기업으로 현지 기업에서 조달품목이 한정적

그룹) 차량 별 부품 그룹은 차종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고급 가공 조립이 필요한 부품으로 향후 베트남 자동차 생산대
수가 증가하고 연관 산업 기술수준이 올라갈 경우 조달 가능

- (C

* ASEAN 역내 산업 분업의 진전에 의해 타국 수입에 의존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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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핵심부품 그룹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등 수입에 의존
- (E 그룹) 소재산업 그룹은 현지 소재 생산 기업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소
재에 대한 품질 요구 수준이 높은 부품, 철강·석유 화학 산업의 규모가
작아서 현지 조달은 어려움
- (D

*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최상류에 위치하는 것이 소재 산업. 각종 자동차 부품은
모두 금속과 수지 등의 소재로 만들어져 있음. 보디를 구성하는 강판 및 차축
등을 구성하는 주물, 범퍼, 내장재, 커넥터 등의 재료가 되는 수지 등의 소재는
높은 품질과 특성이 요구

6.1.2.2.

기존 산업현장 기술지도 추진 경과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도 추진 경과

□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도 분야는 한-베트남 소재부품협력사업(2012~2019년)
을 통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기술 전문가가 파견되어 진행되고
있는 분야임.

ㅇ

기술지도 프로그램 추진절차는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기업을 선별하여 기술
지도 대상기업을 확정한 후, 기술지도 실시 및 후속지원

ㅇ

- (Step 1)

대상기업 선정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Step 2) 3

검토)

- (Step 3)

대상 선정

단계 기술지도 (①애로요인 조사 → ②심화 기술지도 → ③실행

추가적인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 TLO 상담 추진
1차

기술지도

2차

3차

기술지도

기술지도

후속조치

성과발표

⇨ 심화 ⇨
⇨ R&D 연계 ⇨ 성과발표회
서류검토/ ⇨ 애로요인,
기술수요
실행
검토
현장실사 상세 조사 기술지도
IP협상 등 개최(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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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소재부품협력사업
기술지도 주요내용
>

①
-

베트남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기술지도 및 노하우 전수
베트남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국내기업 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파견 현장지도 및 노하우 전수 지원
,

,

-

베트남 기업이 도입 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장비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한국기업 장비의 신흥국 활용 촉진
,

②

-

베트남 기업의 제품개발분석 시험평가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

베트남 기업의 제품개발에 필요한 분석 시험평가 등을 국내 출연연 등의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
,

,

③

-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연계 및 판로개척 지원
기술지도를 통해 개발된 베트남 기업의 상품이 한국기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관련 한국기업 연계 지원
,

-

④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활용 가능한 신흥국 기업의 발굴 및 연계 지원
추가적인 기술이전 라이센싱
(

,

JV

설립 등 상담지원
)

추가적인 라이센싱 및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 연구소
후속지원 유상이전 등 상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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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O

를 활용하여

추진절차

기술이전대상
기업선정
(서류검토)
⇩
기술이전대상
기업선정
(현장실사)
⇩
기술지도 (1차)
(애로요인 조사)
⇩
기술지도
(2차∼)
(심화 기술지도)
⇩
실행 검토

표 43. 기술지도 프로그램 추진절차
업무내용

기술이전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서류 조사 및
검토

⇩

서류조사 통과 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조사 및
인터뷰
- 기술개발현황 및 이전 가능성을 조사하여 기
술지도 대상기업 선정

⇩

1차 : 기술지도 실시
- 기업의 애로요인 및 현황 파악

⇩

기간
∼4월 중
4월말
∼
5월 초
6월

2차 : 심화 기술지도 실시
- 1차에서 해결되지 못한 애로의 분석을 통한 심
화 기술지도 (전문가 보완 등)

7∼9월

실행검토
- 기술지도 내용에 대한 실행여부 검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상담

10∼11월

⇩

기술지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기술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전문
가 및 베트남 기업 대상 설문 결과

ㅇ

국내 기술지도 전문가 및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 기업의 신규 사업 창출, 애
로기술 해소, 제품품질 향상, 기업경쟁력 강화에 에 소재부품 기술지도 프
로그램이 도움 되는 것으로 응답
․ 설문에 응답한 기술지도자의 17.6%, 베트남 기업의 14.3%가 소재부품 기술
지도 프로그램이 베트남 기업의 신규사업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
-

국내 기술지도 전문가 및 베트남 기업은 기술지도 프로그램이 베트남 기업
의 애로기술 해소에 도움 되는 것으로 인식
․ 설문에 응답한 기술지도자의 18.8%, 베트남 기업의 11.4%가 소재부품 기술
지도 프로그램이 베트남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
-

-

국내 기술지도 전문가 및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 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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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기술지도 프로그램이 도움 되는 것으로 인식
․ 설문에 응답한 기술지도자의 16.5%, 베트남 기업의 17.1%가 기술지도 프로
그램이 베트남 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한-베트남 소재부품 기술지도 프로그램은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
움 되는 것으로 인식
․ 설문에 응답한 기술지도자의 22.4%, 베트남 기업의 17.1%는 소재부품 기술
지도 프로그램의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그림 31. 한-베트남 소재부품 기술지도 프로그램
기대효과 (비경제적 부분)투자)
-

-

국내 기술지도 전문가의 12.9%, 베트남 참여기업의 14.3%가 소재부품 기
술지도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로 베트남 참여기업의 매출 증가를 예상
국내 기술지도 전문가의 3.5%, 베트남 참여기업의 8.6%가 소재부품 기술지
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효과로 베트남 기업의 원가절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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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한-베트남 소재부품 기술지도 프로그램
기대효과 (경제적 부분)
ㅇ

-

기술지도사업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단기 출장형태로 원포인트 레
슨식의 기술지도 사업에 한계가 있음.
기존 TASK사업에서는 연간 3회, 1회 방문 시 1사 최대 1일 지도를 통해서
기술전수의 효과성과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어 왔으므로 그 해결방안으로
현지에서의 상시 기술지도 필요
센터의 현지 상시 기술지도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베트남
산업 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체계 강화 필요

- TASK

6.1.3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타당성 분석

엔지니어 양성 (전자 분야)

□

ㅇ

ㅇ

한국 전자업계가 베트남 진출 이후에 겪는 가장 큰 애로는 현지의 중간관
리자인 매니저 인력 확보임.
또한,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을 정착시키는 노무관리
이고, 현지에서 예상외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애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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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직원의 평균 이직률이 약 20% 내외로 굉장히 높음. 무엇보다 근로
의식이 낮기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품질불량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음.
- 부품소재 조달 애로, 생산위탁 및 사업파트너 발굴 애로 등은 처음부터
미리 알고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당장 해결하기보다 한국이나 제3국
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한국 전자업계가 베트남에 진출하기 이전에는 양질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
부의 지원 인센티브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진출한 다음에는 원자재 조
달처 확보와 함께 인력확보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현재 전자분야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우, 베트남 현지 인력의 교육
을 위해 한국 본사로 파견하여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상
당한 비용이 들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TASK 센터가 현지 진출기업 맞춤형
인재를 교육하여 취업 연계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다고 판단됨.

ㅇ

엔지니어 양성 (자동차 분야)

□

해외 진출 자동차부품업체들은 현지 사정과 자동차 관련 기술을 동시에 잘
파악하고 있는 인력의 확보가 어려움

ㅇ

-

자동차 기술을 보유하여 제조 공정관리, 제품의 결함 등 품질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은 특히 부족

중소부품업체 취업하는 현지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대우 등으
로 이직이 많은 편이며 생산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가짐.

ㅇ

-

근로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전문가 및 시설이 부족하고, 공동교육 훈련
을 진행하려고 해도 CEO의 인식과 수행 자금의 부족 등으로 자체 해결이
어려움

* 베트남은 개혁 개방이후 꾸준히 교육 개혁을 진행해 오고 있음. 하지만 고등 교
육에 대한 관심을 높은 반면 직업교육 및 높은 수준의 직업 훈련에 대한 관심
을 부족하여 등록 학생 수와 교사의 수준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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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와 동일한 납기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함에 따
라 인건비 상승 요인
국내 기업은 해외법인의 생산관리 등에 최소한의 주재원만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주재원을 뒷받침 해줄 전문 인력이 부족

* 파견된 주재원들은 본사와 현지공장을 연결하는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현지에서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위한 활동 등은 부족함

양국 기업 협력(기술이전, JV 설립 등)과 인력교육의 병행 추진을 통해 사
업 확장성 마련
- 산업 발전의 필수적 요인으로 적절한 인력 수급이 필요
- 베트남은 저숙련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교육훈련 기회 미흡

ㅇ

기술혁신 강화 분야

□

베트남 현지 기업은 기술경영 마인드 부족으로 생산 공장의 효율적 관리
및 신제품 개발 등이 어려워서 품질 개선, 거래처 확대나 투자의 고도화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 진단 컨설팅 전문 인력 교육 및 취
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역량 제고가 필요

ㅇ

-

6.1.4.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경
영 및 품질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어 GVC 참여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

시험 인증 분야 타당성 분석

전자 분야

□

ㅇ

베트남 수출품 중 1, 2위를 차지하는 휴대폰 및 전자 산업의 Supply chain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자부품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
업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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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을 만족하는 전
자부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2025년까지
의 산업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ㅇ

특히 하노이 지역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1차, 2차
협력업체가 입주한 박닌성과 거리가 가깝고, LG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
어진 베트남의 수도로서 우수한 인력자원 공급이 용이하여 본 사업과 관련
된 수요는 매우 풍부할 것으로 판단됨.

ㅇ

베트남은 기본적인 전자부품용 수동 및 능동소자의 제조는 현재로서는 불가
능하고 낮은 인건비와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부품의 조립공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태임

ㅇ

,

SMT
.

공정은 각 능동 및 수동 부품들을 보드 위에 실장하는 기술임 따
라서 베트남 전자부품 기업들의 주요 생산 공정인
분야와 품질불
량과 관련된 시험 평가 및 신뢰성 분야를 채택하는 것은 매우 타당함

ㅇ

SMT

PCB

,

.

SMT-PCB

.

자동차 분야

□

현지 생산 공장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제품의 품질 수준에 도달
하기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는 기술 연구 개발 강화가 필요

ㅇ

연구개발의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더불어 연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험
분석 장비가 필수적임
- 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아짐과 비례해서 시험분석 장비의 고도화 및 운영
전문성이 필요, 선진국이 시험 장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이 투자 이유
임

ㅇ

필수 장비를 선정하고 현지 기업 수요를 확인, 가동율이 높은 장비를 도입
하여 시험분석 및 인증 지원
- 도입 장비는 제품의 품질·결함분석·신뢰성평가 등 기업 필수 장비와 연
구 개발을 위한 전략 장비 등 두가지 분야로 도입을 검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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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성능 평가 및 설계 해석 등 지원
- (성능 평가 지원) 기술지도를 통해 성능이 개선된 수요업체의 제품의 성
능평가 지원이 가능한 장비를 구축하여 정량적인 성능평가를 지원

ㅇ

그림 33. 다이나모 성능평가 및 시험결과
- (설계 및 해석 지원) 생산현장의 애로사항 분석을 토대로 필요한 설계 및
해석 툴을 구축·활용하여 수요 기업의 양산제품을 분석, 불량원인 파악
및 개선할 수 있는 공정조건 및 관리방안 연구 지원
- (제품 벤치마킹) 선진제품을 분석하여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
여 제품 개발을 위한 선진제품 분석을 지원
* 제품 분석 장비, 역설계 SW, 설계 인력 등을 구성

그림 34. 제품 개발 및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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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6.2.

6.2.1.

T AS K

센터 설립

추진 전략

□

베트남 글로벌 조달 시장 참여를 위해 Task Center를 설립하여 소재 부품
DB 확보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산업 현장 기술 지도, 엔지니어 기술 지
도를 상시적으로 수행함.

ㅇ

소재부품 DB확보) 글로벌 기업의 소재 부품 현지 조달을 위해 글로벌 기
업이 사용하는 소재, 부품에 최신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사업 기회 발굴
도구로 활용함.

ㅇ (

베트남 관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연계
- 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후방 산업 및 규모 파악
- 소재 부품 현지화를 위한 타켓팅에 활용
-

기술 혁신 역량 강화) 현지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진행하여 기업 생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
및 GVC 참여를 위한 현지 기업의 체질 개선에 기여함.

ㅇ (

산업 현장 기술 지도) 글로벌 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를 위해 글로벌 표준
에 부합하는 부품 소재의 품질 확보, 이를 위해 한국 전문가 및 한국 기업
전문가와 베트남 현지 기업간의 현장 기술 지도 기능 강화

ㅇ (

엔지니어 양성) 생산 공정 혁신 및 제조 생산성 강화를 위한 한국 소재
부품에 기반한 엔지니어 양성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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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TASK 센터 설립 세부 계획

□

설립 목적 : 한-베트남 소재부품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ㅇ

한-베트남 상호 이익을 위한 한-베트남 국제 분업의 활성화
- 베트남의 열악한 소재 부품 산업의 발전 지원
-

그림 35. 무역구조 변화로 본 동아시아 가치사슬(GVC)
변화와 시사점
(출처 : KOTRA)
설립 위치 : 베트남 하노이

ㅇ

-

설립 후보 지역 :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수도이자 제2의 도시로서 각종 관공서 및 관련 기관들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음.
- 하노이 공대, 베트남 국립대 공과대학교 등 베트남 내 평판이 높은 대학
으로부터 우수한 인재 수급이 용이함.
-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대규모 투자 지역과 가까워 관련 소재부품 기업의
이용 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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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삼성전자 투자지역 위치도
공간 활용 계획

ㅇ

대상 지역인 베트남 하노이에 소재한 대학 내 건물을 임대, 리모델링을 통
해 사무실, 교육공간, 장비 구축 등 지원센터 구축
* 학위과정 개설 및 교육 등 추진 및 진행에 지역 거점 대학과 협력에 용이
하고 대학 내 인프라(식당, 주차공간 등)를 활용 가능

-

-

기술지도 지원, 교육, 시험 장비 구축 등의 지원센터에 필요한 규모는 약
2000㎡의 2층 건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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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무실명 크기(단위 : ㎡)
사무공간1
100
사무공간2
100
사무공간3
100
2층
교육장1
150
교육장2
250
회의실
100
소 계
800
실험실 1
300
실험실 2
300
측정실
300
1층
장비실습실
100
설계 해석
100
창고
100
소 계
1200
합 계
2000

비고

기술지도
교육지원
행정 등
학위과정
컨설턴트 양성 과정 등 세미나
미팅 등
Pilot 공정실
신뢰성 평가 장비
특성 평가 장비
교육 실습실
장비 운영 및 SW 지원
제품 및 기자재 보관

층) 시험·인증 장비의 구축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비 운영 사무실, 설계
및 해석 지원, 창고 등으로 구성
* 구축 예정 장비에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에어배관, 콘프레샤, 항온항
습기 등 설치

- (1

그림 37. 1층 공간 배치 계획(안)
층)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업무 공간, 교육 과정 진행을 위
한 교육장, 기업간 미팅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등으로 구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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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2층 공간 배치 계획(안)
운영 계획

ㅇ

목표) 양국 기업간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중소득 국가에서 현대화된 산업
국가로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

- (

추진전략) 베트남 북부 지역의 거점 지원 기관으로서 체계적인 TASK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현장 기술지도를 지원, 경제적 편익이 연 5억원 이상
의 기술을 가진 고부가 가치형 기업을 지원, 양국 기업간 판로개척, 기술
이전, 합작투자 등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협력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

추진과제) TASK 센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현장 기술지도, 교육,
시험·인증 등 3가지 분야에서 지원 추진
* 산업현장 기술지도 : 한국 전문가(기업)과 현지 기업간의 현장 기술지도를
추진하여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 교육 : 엔지니어 양성을 위하여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학위과정을 개설하
고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국내 강사진을 통해 교육을 진행,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및 진행
* 시험인증 :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여 현지 기업에 필수적인 시험장비를 구
축하여 수요처 인증 등을 통해 신뢰성 향상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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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파견 규모) 박사급 기술전문가 6명,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교수
6명, 컨설턴트 전문가 2명, 사업관리 1명 등 총 15명 파견 예정

- (

목표
베트남의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추진 전략
체계적인 TASK 지원 체계 구축
ㅇ 지식 정보 중심의 고부가 가치형 기업 지원
ㅇ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프로그램 실행
ㅇ

추진 과제
교육 교육 및
시험∙인증
혁신역량 강화
·대학인력 및 현직자
·베트남 기업의 품질
산업기술 전
및 생산성 향상을 대상
인력 양성 프로 ·현지 기업의 시험
위한 생산현장 기 문
그램 지원
인증 분석 지원을
술지도
·기업 진단 및 컨설
통해 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과 기술협
전문가 양성을 ·장비 구축 및 운영
력 합작투자 등 연 팅
위한 교육 프로그
계지원
램 개설 및 지원
그림 39. TASK 추진 전략 및 과제
산업현장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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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산업현장 기술지도

기술지도 대상 선정 및 고려사항

□

센터는 글로벌 조달 시장에 편입이 가능한 기술 중 경제적 편익이 연
간 5억원 이상의 편익(매출 향상, 비용 절감)이 발생하는 기술을 선정하여
베트남 기업에 대한 산업 현장 기술지도 사업을 실시하고 한국 소재/부품
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상품화 기술을 지도

ㅇ TASK

기술지도 프로그램은 한국산 소재/부품을 이용한 제품화 기술지도,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분야에 대하여 실시
- 베트남 현지의 낙후된 기술 및 낮은 재정 능력을 고려
- 신규 투자없이 제품화 및 기존 제품 기능 개선이 가능한 기술지도
- 기존의 공정 설비를 활용한 부가적인 제품의 생산 기술 지원
- 공정 생산성 향상 기술지도
- 품질 관리 정책 수립 및 이행, 품질 관리 지도
- 비용 절감을 위한 공정 합리화 기술지도

ㅇ

산업현장 기술지도 방안

□

현지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소하여 기술역량 제고

ㅇ

-

베트남 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기술 노하우 전수

그림 40. 수요기업 생산 현장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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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 애로기술 해소과정에서 제품의 개발, 품질평가, 시험분석 및 시
제품 제작 등 지원

* TASK 센터 및 수행 기관 보유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한 수요기업 제품의 성능평
가 및 품질분석과 개발 제품의 설계 및 해석 등 지원

그림 41.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 및 해석 지원
-

-

선정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애로기술 조사·분석을 통해 맞춤형 기술전
문가 선정
국내 기업(전문가) 모집 공고를 통해 베트남 진출(관심) 기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Pool을 구성

* ODA TASK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해 관심 기업을 사업체 참여

그림 42. 참여기업(전문가) 모집 공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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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베트남 소재부품 제조기술 수준을 조
사·분석하고 적합한 기술수준의 전수를 통해 수요기업의 소재부품 연구
개발 지원

그림 43. 전문가위원회 개최
양국 기업간 GVC 구축 및 기술교류 확대

ㅇ

센터와 상시 기술지도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만남과 기술교류를 추
진함으로써 기업간 신뢰와 파트너쉽 강화를 통해 수출입 연계, 기술 이전
및 합작투자 설립 등 연계 지원

- TASK

그림 44. 양국 기업간 미팅 및 기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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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엔지니어 양성 분야
ㅇ 전자부품분야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 있어서 기술교육, 품질관리 교육, 신뢰
성 향상 교육 등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베트남 공과대학 내 학사
교육 과정 개설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
6.2.3.

-

-

인력 수준의 고도화, 수요기업의 조기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해 수요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자부품/자동차부품의 설계, 공정, 원인분석 확보 등을 통해 베트남 기업
의 소재부품의 품질 향상 및 품질관리분야 고급인력 양성

* 품질향상을 통한 제조 공정기간 단축으로 생산원가 절감 및 리콜 발생 비용 해
소로 베트남 소재부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여

그림 45. 전문인력 양성 효과 (자동차산업 분야의 예)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함양을 위한 교과과정 개설
- 재학생에 대해 해당 교과과정 및 향후 채용연계 과정 홍보를 통한 수강독
려 및 관련행정업무 지원 실시
ㅇ 엔지니어 양성과 기업 취업 연계 방안
-

관련 기업에서는 직무별 필수 직무능력에 따른 교과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이수하는 학생에게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분야별 기업군의 공통 직무능력을 도출하여 교과과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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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과정 운영 시 현장실습(인턴)기회 제공하고 채용 시 가점부여 또는 장학
금 지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대학
및 학생들의 참여 유도

교육과정 구성안
ㅇ 운영 시작 시기 : 2020년(2차년도)부터 시작

□

ㅇ

ㅇ

운영대상 : 베트남 내의 공과대학 전자공학 / 기계공학(자동차공학) 전공 4
년제 대학 재학생(2~3학년) 대상
* 가장 선호하는 학기는 2학년 겨울방학 학생 신청
개설분야 : 전자 분야, 자동차 분야

교육기간 : 최소 3학기(1.5년)부터 최대 5학기(2.5년)까지
ㅇ 교육과정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기간
ㅇ

필수): 공학기초(30학점)+전자공학/자동차공학 필수(33학점)+현장
실습(9학점) = 총 72~81학점(3~4학기)

- Track 1(

심화) : 공학기초(30학점)+전자공학/자동차공학필수(33학점)+응용
세부 특화과목(9학점)+현장실습(9학점)=총81~90학점(4~5학기)

- Track 2(

표 44. 교육과정별 구분 및 과정 내용

교과목 과목 응용과목
전자공학 세부
공학 자동차공학
분야별
기초
특화과목
과목 필수
과목
과목
(21

교육과정 구분

)

/

(10

)

(11

)

(3

필수과정
심화과정

(2~3

,

9

평균 학점
학기

)

개월 학점

)

)

&

)

Track2

(

(

방학중 학기중
선택

Track1

(

현장실습
학생 선택
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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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학점
학기 학점

4

72

5

81

□

교과목 운영
구분

공학기초
(10 과목)

필수
(11 과목)

특화
(3 과목)
현장실습

자동차공학
공통 과정
전자공학
자동차공학
기초 전기전자공학, 전자 전자기학, 전자회로 1,2,
정역학
이론, 프로그래밍 전자회로실험 1 2, 통신
기계요소설계(CAD/CAM) 회로
언어, 캡스톤 디자인, 공 이론, 물리전자, 재료공
열역학
학수학, 한국어 특강, 품 학 개론
고체/유체 역학
질경영,
동역학
자동차재료학
자동차 동역학
반도체 재료공학, 전자재료학, 확률및
자동차구조해석
불규칙신호론, 마이크로파공학, 확률
자동차 음향 및 진동제어
및불규칙신호론, 초고주파응용, 신호
기계 진동 및 소음 공학
및시스템, 안테나융합시스템, 디지털
내연기관/구동 및 제동시스템
공학, 무선통신시스템, 통신네트워크,
파워 트레인/자체 설계
VLSI설계, 디지털통신, 유비쿼터스통
자동차메카트로닉스 설계
신, 디지털신호처리, 반도체소자및설
자동차전자제어시스템 설계
계, 영상신호처리, 음성및오디오신호
자동차디자인
처리, RF시스템, 무선이동네트워크
자동차인간공학
지능형자동차, 대체에너지자동차
신뢰성공학, PCB공학, 표면실장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자동차기능실습, 자동차기관실습, 자 PCB공정실습, 신뢰성평가 실습, 품질
동차섀시실습, 자동차전자제어실습, 관리실습, 현장 연구
자동차검사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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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역량강화
ㅇ 베트남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

-

베트남 기업 유무형 자산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평가를 통해 기업의 핵
심 역량 진단, 기술개발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모색, 양국 기
업간 기술이전·합작 사업 지원 등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객관적인 기업 및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베트남 부품 기업 육성 및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활성화

베트남 기업·기술가치 평가사(VCVA ;
Analyst)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자격 인정

ㅇ

-

-

ㅇ (
-

Vietnam

Certified Valuation

지정된 교육 시간 이수 후 시험을 통해 자격 부여하고 베트남 정부의 공
인을 받은 공인자격증 발급 추진
자격증 취득 후 일정 실무 경력을 쌓으면 국제공인가치평가사(ICVS) 자격
취득을 지원
교육과정) 정규교육, 소양고육, 실무교육 세 과정으로 13주 코스로 운영
정규교육 : 기업 정보 분석, 기술성·시장성·사업 역량 등 평가, 다양한
평가방법론 등 이론 교육을 중점 진행

* 베트남의 산업현황 및 기술수준 등 맞춤형 주제 및 내용 개발
* 약 2개월 과정으로 총 54시간(매주 토요일, 6H/Day, 총 9주)
* 교육 완료 후 시험을 진행 일정 점수 이상 자격 부여
-

소양교육 : 평가사로서의 기본적 소양 및 인성 등 교육

-

실무교육 : 기술 및 기업 가치평가 실습을 위주로 진행

* 총 6시간(1주 과정),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

* 1개 기업을 대상으로 각 팀별로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 발표를 통해 실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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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배양 과정
* 총 18시간(3주 과정), 수료 후 심사를 통해 자격증 발급

일자
1주차
2

주차

3~5

주차

6~8

주차

주차
10주

9

11~13

주

정규 교육 프로그램(안) ]
분야
주요내용
- 가치평가 개론, 기준, 요소 등
가치평가 개론 ·가치평가의 개념 및 목적을 이해
·평가요소 및 비즈니스 이해
- 재무제표 분석 및 매출액 추정
기초 회계
·재무제표 이해와 현금흐름 분석
·재무제표 분석 및 매출액 추정
- 기술성·시장성·사업역량 평가
기업 분석법
·시장조사 프로세스, 조사방법 등
· 사업주체 이해 및 분석 방법
- 소득접근법·시장접근법·비용접근법 등
평가방법론
·평가 방법론 개념 및 측정 법
·세부 평가 방법 원리 및 적용법
- 보고서 작성법
보고서 작성법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 항목 및 구성
·가치평가 사례
소양 교육
- 기본적 소양 및 인성 교육
- 샘플 기업을 대상으로 가치평가 실습
/시장/경제/매출 분석
기술 및 기업 ··기술
가치평가 실습 ·비교가치분석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팀별 발표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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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시험 인증

시험 인증과 GVC 연계

□

센터에서 평가된 결과에 대하여 베트남 공인 인증 연계를 추진하고,
인증을 받은 소재부품에 대해서 GVC 참여시 우대 혜택이 가능하도록 추
진
- 삼성, LG 등의 한국 글로벌 기업들과 그 협력기업의 소재부품 협력 네트
워크 구축시 TASK 센터 시험을 통과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일정 시험
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조치
-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 소재부품업체의 경우, 제품 품질에 대한 사전 검
증 가능하며, 글로벌 기업의 경우 불필요한 시험 비용 감소 및 TASK센터
를 통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능

ㅇ TASK

그림 46. 시험 인증분야에서의 TASK 센터의 역할
시험 인증 분야 장비 선정

□

ㅇ

시험 인증 관련 장비는 TASK 센터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기업의 제품
품질개선에 필수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검사 및 신뢰성 장비를 우선으로
선정함
- 139 -

이를 위해 품질 및 신뢰성 분야 전문가 및 최종 수요자인 베트남 현지 기
업 및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포함한 가칭 ‘TASK센터 장비 선정 위원
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거쳐 2차년도부터 관련 장비를 도입함.

ㅇ

표 45 .장비 선정 및 도입 절차
순서

내용

세부내용
‘TASK센터 장비 선정 위원회’를 통하여 전자분야와 자

1

사전 조사

동차분야 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약 2배수의 대상

2

장비 선정

4

구매 의뢰

5

6

7

구매 계약
통관, 운송 및
입고

납품 검수

장비를 선정
상기 대상 장비의 성능, 형식, 활용도, 비용 등을 고려
하여 도입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선정
장비 도입 실무 책임자는 장비 구매를 위하여 가능한
다수의 제조회사 장비를 검토하여 사양서, 견적서, 카탈
로그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구비한 구매요구서를 해당
절차에 따라 장비 구매 부서에 구매를 의뢰
구매 담당자는 장비구매와 관련된 제반 문서를 검토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절차를 진행함
장비 구매부서 또는 구매 담당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
에 따라 장비의 통관 및 운송을 요청한 설치 예정지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
장비인수 대표자 또는 대행 실무 책임자는 가능한 한
장비 제조사나 그 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철저한 납품
검사를 실시
장비는 도입 후 즉시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장비 도입

8

장비 설치

이전에 스페이스, 전기 설비 등을 완료하여 장비 설치
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조치

전자 분야

□

전자부품의 특성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검사 및 전기적 기계적 신
뢰성 평가 장비 도입
- 전기적 특성 평가 장비 : 오실로스코프, 임피던스 측정기, LCR미터, 내전
압 측정기 등
- 검사장비 : PCB 테스터 장비, X-ray CT 장비, SEM/EDS 등
- 신뢰성 평가 장비 : 열충격 시험기, 가속수명 시험기, 충격시험기, 진동시
험기 등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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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부품 기업의 시험 생산 및 교육을 위한
장비 도입
- SMT-PCB 시험 공정실 설치를 위해서는 10,000 Class 의 Clean Room 이
필요함.
- SMT Line 공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나누어지게 됨.

ㅇ

SMT(Surface

Mount

Technology)

(1)

공정
을 도포하는 공정

SCREEN

PRINTER

:

METAL

를 이용하여

MASK

PCB

위에

SOLDER

CREAM

(2)

SPI

정

공정

(Solder

: PCB
Paste

표준
위주를 대량

(3)

(4)

위에 도포된

Inspection)

MOUNTER

공정

이 도포된

SOLDER CREAM

하는 공정

이형
공정 부품의 높이 크기가 일반
등 고가의 부품을
하는 공정
MOUNTER

:

,

PCB

위에 소형

보다 크고

CHIP

CHIP

BGA,

MOUNTER

N2-REFLOW

여

공정 부품 실장이 완료된
을 굳히는 공정
:

PCB

를 고온의 열과 를 적용하
N2

SOLDER CREAM

그림 47.
□

:

MOUNTER

QFP

(5)

의 체적 조건을 검사하는 공

SOLDER CREAM

라인 구성도 출처 미르시스템

SMT

(

:

)

자동차 분야
제품의 품질·결함분석·신뢰성평가 등 필수 장비 도입
- 실차 환경에서 자동차부품의 내환경성, 진동내구성, 내식성 등의 신뢰성
평가가 가능한 장비를 구축하여 제품의 성능평가 지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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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의 내구성은 자동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능 중 하나로 국제인
증규격(ECE, ISO, ANSI NGV 동일)에서는 복합 진동 및 부식시험을 필수항목으
로 요구
-

안전성이 높은 자동차를 위해서는 자동차 각 부품이 정밀한 가공과 조립
이 필수, 각 부품의 제작 정밀도를 평가하기위해서는 형상측정과 표면 조
도 등 정밀기기가 필요

* 3차원 측정기, 표면조도 및 거칠기 측정기 등 필수 정밀 측정 기기를 구축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전략 장비 도입
-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기술적 측면의 사고
예방과 글로벌 기업 납품(국외 수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ㅇ

* (엔진) 자동차엔진 부품개발을 위하여 엔진 내구성능 시험을 진행하여 엔진토
크, 출력, 제동연료소비율, 블로바이 가스량, 오일압력 등을 시간에 따라 계측
* (브레이크 라이닝) 차량의 고성능 및 고출력화로 제동시스템의 안전성 및 성능
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고온에서의 브레이크 라이닝 성
능 확보는 필수적 과제로 등장
* (램프) 최근 차량의 독특한 디자인이나 차량 메이커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강력
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전조등의 경우 기술의 진보가 매우 빠
르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한 분야

그림 48. 엔진 다이나모 시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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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제성 및 편익 분석

6.3.

6.3.1.

경제적 편익 분석

산업현장 기술지도 편익
ㅇ 연간 24개의 기술 지도 사업을 추진을 통해 연간 24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달성함. (1차년도는 12개)
- 연간 24억원, 10년간 222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 (품질개선, 개발 촉진)
연간 편익
연간
지도
기술
수
분야
(괄호안은
10년간 편익
(괄호안은 1차년도)
1차년도)
전자 산업
24 (12)
24억 (6억)
111억
자동차 산업
24 (12)
24억 (6억)
111억
합계
48 (12)
48억 (6억)
222억
□

엔지니어 양성사업 편익
ㅇ 현지 교육을 통한 베트남 학생의 유학비용 절감 편익 31.68억

□

매년 40명의 학위 과정 진행을 통해 연간 3.52억, 9년간 31.68억의 편익
발생 (1차년도는 과정 설계로 운영 없음)
항목
내용
비고
연간 학생수
40명
학기당 수업료 200만원
1인당 평균 한국 유학
연간수업료: 400만원
8,800천원
비용
식비 240만원
숙박비 240만원
연간 유학 비용 절감 편익 연간 352백만원
9년간 편익
31.6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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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진단 컨설턴트 양성 과정 편익
ㅇ 현지 기업 자체 기업 진단 및 체질 개선 절감 편익 270억

□

-

매년 120명의 기업 진단 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 이수 및 이로 인한 기업
상시 진단 및 체질 개선에 의한 연간 30억원, 9년간 270억원 편익 발생
(1차년도는 과정 설계로 운영 없음)

항목
연간 교육 과정 수료자 수
기업 진단, 컨설팅에 의한
체질 개선
합계 (9년간)

내용
120명
연간 30억원
270억원

비고
명이 60개사 취업
1개사 당 체질 개선 효과 약
0.5억원 (공정개선, 품질개선)
120

시험인증 편익
ㅇ 시험인증에 의한 불량 개선 및 개발 기간 단축 편익 150억

□

-

연간 활용기업 50개사, 시험생산 활용기업 10개사에 의한 연간 25억원
에 의해 총 150억원 편익 발생 (장비 설치는 2차년도부터 시작, 4년차부
터 본격적 운영 예정)

항목
내용
시험 분석을 통한 불량 연간 20억원
원인 분석 개선 편익
시험 생산을 통한 개발
연간 5억원
기간 단축 편익
6년간 편익 (4차년도부터)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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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연간 활용 기업 50개사
기업당 개선 편익 4,000천원
시험생산 활용기업 10개사
기업당 편익 5,000천원

편익 종합

□

항목
산업현장 기술지도
엔지니어 양성
기업진단 컨설턴트 양성
시험인증
합계

편익 금액(억원)

비고

222
31.68
270
150
673.68

10

년간 편익 합계

사회적 편익
ㅇ 산업 현장 기술지도,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베트남 현지 고용 창출
- TASK 센터를 통해 다수의 고급인력을 배출을 통해서 자국 자동차부품기
업의 성장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하고 이를 통한 제조업의 성장으
로 베트남 경제성장 지원
-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20명 이상 기술전문가를 배출 예정이며,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및 한국 기업 고용
- 전자부품/자동차부품 제조기술을 보유한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베트남 소
재부품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
ㅇ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지속적ㆍ포괄적ㆍ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에 기여하여 빈곤율을 줄이고
소득격차 완화 가능
- 베트남의 빈곤가구는 약 100만 가구로 총 가구의 50%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
- 소득수준도 가장 높은 지역은 남부의 Va Ria-Vung Tau 성으로 약 5800달
러, 가장 낮은 곳은 최북단의 Ha Giang 성으로 연소득 300달러로 지역별
소득 격차도 최대 20배 이상 발생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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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은 연평균 6.5~7%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1인당
GDP 3,200~3,500달러 달성을 목표

사업을 통해 한국 소재부품기업의 베트남 간접진출 지원은 국내 기업
의 현지 진출 리스크를 경감
- 베트남 현지 진출 외국기업은 대부분 부분조립생산(SKD), 반조립제품생산
(CKD) 형태로 국내 부품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통해 투자 환경 개선
가능
- 산업현장 기술지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고 기술협력을 통해 합
작투자까지 지원

ㅇ ODA

* 베트남 수요기업 Pool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사무소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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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추진성과 및 시사점

추진성과
7.2. 활용방안
7.3. 시사점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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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추진성과 및 시사점
.

추진성과

7.1.

한국의 소재부품 관련 기술 노하우를 베트남에 전수하여 베트남의 소재부품
산업분야 육성을 지원

□

한-베트남 TASK 센터 조성 사업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 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기술 노하우 전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현지에서 상
시 지원하여 단기적인 협력관계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 및 유대 관계를
도출 할 수 있는 ODA 사업임.

ㅇ

ㅇ

베트남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정책 수립에 한국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육성
노하우 및 경험을 반영하여 베트남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에 기여

ㅇ 2016

년 1월 1일부 베트남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시행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부품소재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자국기업에
법인세, 수입세, 부가세, 상업 대출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중점 개발 부품소재산업 분야는 ①기계공학부문, ②전자정보기술 부문, ③
자동차 조립·생산 부문, ④섬유·의류 부문, ⑤신발·가죽 부문, ⑥첨단
기술 부문으로 총 6개 분야
-

□

베트남 정부 주도의 제조업 및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경제성장
및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ㅇ 2014
-

-

년 베트남 정부는 차동차를 국가 주요산업으로 채택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자동차 수요를 충족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
(GVC)에 통합이 목표
베트남은 변속기, 기어박스, 엔진, 몸체와 같은 핵심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조립사와 부품제조사간 협력 강화를 위해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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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를 조성할 방침임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발효로 ’18년부터 태국
등에서 제조된 자동차가 영세율로 본격 수입되면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에
큰 위기가 예상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ODA사업으로 기대됨

ㅇ

-

특별소비세 변경 등을 통해 완성차(CBU) 수입사 보다 자동차조립생산업체
(CKD)에 더 유리한 조치를 도입, 이에 본 사업은 현지 제조업체에 기술역
량 제고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

한국형 기술지도 사업의 현지 이전을 통한 제조기술 노하우 전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단순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아니라 소
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수원국에 대한 기여가 크고 우리나라와 상
호 긴밀성 및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음

ㅇ

-

-

본 사업은 수원국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국내 기업과 유대관계 증진
에 대한 기여도 등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사업 진행 과정에 양국 기업 간 다양한 후속 사업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
며 인력 교육 사업의 효과와 영향력의 지속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됨

본 사업과 연계한 양국간 협력관계 확대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해 본 사업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임

ㅇ

-

베트남의 개발 수요, 우리나라의 원조 정책 및 표준체계 전수를 통한 무
역 활성화 전략과 일관성이 높음

베트남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북부 하노이 지역의 발전 지원

□

ㅇ

호치민시와 인근 남부지역의 경재력이 하노이와 인근 북부지역보다 열배
정도 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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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베트남 남북 경제력 비교
베트남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 개발된 북부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지향, 2030 하노이 수도권 육성안” 개발 계획 수립

ㅇ

“2050

* 수도권 지역을 2개군으로 분류해서 산업육성과 균형발전을 도모
* 수도권 인프라 구축 계획의 단계별 시행을 추진

특히, 인프라(도로·철도) 및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기업이 증가하면
TASK 사업을 통해 한국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 증가

ㅇ

베트남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개발 및 품질 향상 역량 제고

□

베트남 대학 내 소재부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및 기업진단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관련 전문 인력을 배출하
고 관련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여 우수인력에 의한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
의 체질 개선 유도

ㅇ

사업 홍보

□

우수사례 발굴

ㅇ

-

산업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해 높은 성과를 달성한 양국 기업을 선정 우수
사례로 발굴하고 지원 성과집을 작성, 홍보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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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을 수료한 졸업생의 소감, 취업 연계를 통한 구인 기업의 인력
활용 사례 발굴

수요처 대상 공동 마케팅 전시회 및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TASK 센터 홍
보를 통해 적극적인 현지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ㅇ

국내기업 진출 연계

□

산업현장 기술지도를 통해 양국 기업간 글로벌가치사슬(GVC) 구축, 기술협
력, 합작투자 등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기반 마련

ㅇ

-

-

-

한국 우수 소재부품 기술을 베트남에 이전하여 향후 베트남 산업과 한국 소
재부품 산업 간의 종속 관계를 구축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베트남 內 소재부품 조달처 확보를 지
원하여 한국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에 기여
최근 우리기업의 對베트남 투자 동향은 전기, 전자부품 등으로 고도화되
는 추세로 우대분야 투자에 따른 조세 특혜, R&D 기술이전 인력개발 마
케팅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며 본 사업과 연계하여
베트남 진출 시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GVC 구축 활용 가능

글로벌 가치 사슬) 베트남 현지의 저렴한 생산비용과 한-베 FTA를 통한
안정적인 교역여건, RCEP 및 TPP 등 메가 FTA 공동참여를 앞두고 국내
기업의 베트남과의 가치사슬 활용을 지원

ㅇ (

* 베트남에 대한 우리의 무역 투자가 총량 기준으로는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측면에서는 기여도가 낮고 현지 경영성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GVC
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준
-

이에 따라, 기술지도를 통해 현지 기업과 상호협력을 지원하여 고부가가
치 제품의 개발, ASEAN 제3국 수출 확대, 한-베 FTA 최대한 활용 등
GVC 활용 극대화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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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7.2.

수원국 측면

□

베트남 정부 주도의 전자 및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산업 발전 전략 및 소재
부품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

ㅇ

-

-

수원국 정부는 제조업의 성장 기반을 위한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투자(인프라, 교육 등)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본 사업은
수원국 소재부품산업의 기술력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
수원국 진출 글로벌 기업으로 부터 자국기업의 신규 부품 수주 증가

* 본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 제조 기술 및 인력 숙련도 등의 향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면, 자국 내 글로벌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및 부품 수주 가능

베트남 현지 기업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반 강화 및 기술 혁신 역량 강화

ㅇ

-

산업현장 기술 지도, 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해 현지 부품 제작 기술 향
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생산이 가능
센터의 시험분석 및 신뢰성 장비를 연계 활용하여 제품 개발 및 공
정개선, 품질 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제품 개발 능력 향상 및 품질 제고

- TASK

-

우수한 기술인력 및 컨설턴트 양성으로 기업들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향
상

* 현지 인력의 기술 지도를 통해 제품 개발, 품질관리, 장비 운영 능력 등 숙련도
향상
* 기업 현장 견학을 통해 수요기업의 작업 환경 및 프로세스 등 개선에 기여
* TASK센터 양성 우수인력을 통한 기업 체질 개선

전자 및 자동차 강국인 한국과 전략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가능

ㅇ

-

본 산업기술 ODA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조업(자동차, 전기전자,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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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지속적인 기술협력 기반 마련
-

본 TASK 센터를 통해 연관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협력의 필요할 경우 후
속 기술협력 사업이 가능

우리나라 측면

□

전자 분야 : 전자산업 관련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현지 협력사 발굴 및
기술인력 확보 기여

ㅇ

-

-

-

-

현재 삼성전자, LG전자의 현지 대규모 투자 및 진출에 따른 베트남 현지
협력사 발굴 수요는 매우 높으나 베트남 기업들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이
매우 낮아 어려움이 있음.
베트남 현지 기업의 기술력 및 소재 부품 품질 수준 향상을 통한 현지 기
업과의 GVC 네트워크 구축 기대
삼성전자, LG전자 및 현지 진출 한국 전자 부품 관련 기업들이 필요로 하
는 중급 및 고급 기술인력 확보에 기여
한국의 소재부품을 베트남 현지 기업이 2차 가공/조립하여 GVC 에 공급
하는 한국-베트남 GVC 협력 종속 관계 구축으로 한-베트남 상생 전략 가
능

자동차 분야 : 자동차산업 및 관련 기업의 수원국 진출 확대

ㅇ

-

현재 일본 자동차 업체 중심의 ASEAN 자동차 시장에서 본 사업(TASK 센
터)을 기반으로 한국의 자동차 제조기술을 지도함으로써 미래 성장력이
많은 ASEAN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 시장의 기반확보를 통해 ASEAN 전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

* ASEAN 국가들은 최근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
어, 향후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높음
-

부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제조 기술, 공정 관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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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A/S 등이 가능한 기반과 협력 업체들이 필요
-

국내 기업이 모든 비용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해외 진출보다 비즈니스 협
력이 가능한 현지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함으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초
기 부담을 경감
센터를 통한 협력관계로 현지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 및 부품
의 개발에 협력 할 수 있는 현지기업 섭외 가능

- TASK

* 자동차부품은 개발과정에서 설계 변경 및 수정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현지기업과의 상시 기술지도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
-

-

애로기술 대응을 위해 국내 우수한 제품을 샘플로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국내 기업의 홍보를 통해 수원국 글로벌 기업으로 수주 가능
본 사업을 통해 수원국과 한국간의 산업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경우 인
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롤 모델로 이어져 진출 확대도 기대

사업을 통해 현지 기업과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고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관리를 위한 현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하여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협력 관련 애로 사항 지원

ㅇ TASK

-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시 애로 사항에서 ‘체계적인 해외진출 관리 전담기
관 부재’가 1위임 (주요기업 협력사 해외진출 실태조사, 전경련, ‘14년)

그림 50. 주요기업 협력사 해외진출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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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진행, 사업성과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후 관리 역
량을 강화

시사점

7.3.

□ 사업 추진상의 한계점 및 애로요인
소재부품산업의 고도화는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업의 수준 및 기술 경영과 관련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서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분야임.

ㅇ

한국의 삼성, LG,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현지 진출과 관련하여
한국의 소재부품 관련 기업들도 상당수가 현지에 진출한 상황에서 베트남
현지 기업의 GVC 참여 및 수주 증가는 오히려 현지 진출 한국 소재부품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현지 진출한 한국의 소재부품 관련기업과 베트남 현지 기업이 서
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사업 기간 중 행정 지원과 함께 이후에 운영비용 확보 및 현지 인력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현지 기관 (베트남 산업무역부)과의 긴밀한 협조 및 비
용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ㅇ

□ 개선 및 제언사항
사업기간동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과 베트남 현지 기업들의 네트워킹
및 지속적 협력 가능한 모델 수립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및 베트남 현지 기업들의 상시 운영 협의체 구성
및 본 사업 관련 의견 제시 창구 마련
- 한-베트남 GVC 공동 구축을 위한 매치메이킹 행사 추진

ㅇ

ㅇ

사업 기간 이후의 자립화를 위하여 상대국 협력기관 (베트남 대학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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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우수한 교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자체 운영시스템
가동 필요
- 베트남 협력 기관의 교수 인력과 사업 기간 내 교육 프로그램, 학위과정
등을 통해 양성한 현지 전문가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기업지원 전문가로서
활동하도록 인력 DB 및 네트워킹 구축
- 사업 기간 내 센터 운영 및 기술 인력(행정, 장비관리, 공정엔지니어, 신뢰
성 엔지니어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연수를 통해 사업 기간 후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
센터의 사업 종료 후 운영비용 확보 방안
- TASK센터 내 구축된 인프라 (신뢰성 및 분석 설비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분
석 비용 징수를 통한 수익금 적립
- 특히 시제품 제작 장비 인프라를 이용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소량, 다품종
생산라인으로 활용하여 수익금 적립
- 현지 기업 및 현지 진출한 한국 및 해외 유수 기업들의 소재부품 생산기술,
품질 기술 관련 직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수익금 적립
- 전자부품기업의 신규 채용 시 신규 직원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익
금 적립
- 상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애로기술 지원을 통한 수익금 적립

ㅇ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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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프로젝트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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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프로젝트 소요예산 안
.

☐

(

우리정부 분담사항 소요예산(1차년도)
구분

소요예산

산업현장
기술지도

900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강화
운영 및
행정비 등
합계
☐

)

390
410
1,700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

내용
· 전문가 구성 및 파견 (4인 내외),
· 생산현장 애로기술 분석,
· 개선방안 도출 및 현장 지도(국내 전문가 초청, 현지 출장 등)
· 시험인증 장비 로드맵 구축
· 국내 전문가 초청
· 기술교류회
· 베트남 대학 연계 엔지니어 교육과정 개발
·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취업 연계 지원
· 제조기술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센터장 구성 및 파견 (1인)
· 임대료, 사무용품, 홍보, 사업평가, 성과활용 행사 및 홍보 등

우리정부 분담사항 소요예산(2~5차년도)
구분

소요예산

산업현장
기술지도

1030

엔지니어
양성
및
기술혁신
역량강화
시험인증 기자재
운영 및
행정비 등
합계

420
1000
550
3,000

(

내용
· 전문가 구성 및 파견 (4인 내외),
· 생산현장 애로기술 분석,
· 개선방안 도출 및 현장 지도(국내 전문가 초청, 현지 출장 등)
· 시험인증 장비 운영
· 국내 전문가 초청
· 기술교류회
· 베트남 대학 연계 엔지니어 교육과정 실시
·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취업 연계 지원
· 제조기술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장비 로드맵(1차년도 구축)에 따른 장비 구축 (베트남 측과 공동 분
담)
· 사업 운영 실무진 구성 및 파견 (1인)
· 임대료, 사무용품, 홍보, 사업평가, 성과활용 행사 및 홍보 등
연차별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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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기자재 세부내역(안) (시험 인증 장비)
구분

시험 인증
장비
(전자)
1

시험 인증
장비
(자동차)

품명 및 규격

PCB BBT(Bare Board Tester)
3D X-ray CT
열충격 시험기
가속수명시험기
SMT Pilot Line
소계
복합부식시험기(Cyclic Corrosion Tester)
복합환경진동시험기(Combined Vibration Tester)
엔진 다이나모미터(Engine Dynamometer)
고속 모형 제작기(3D Printer)
3차원 측정기(3-coordinate measuring
equipment)
소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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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19년)

단가
(천원)

1
1
1
1
1

400,000
300,000
150,000
50,000
1,000,000

1
1
1
1
1

100,000
420,000
500,000
550,000
350,000

금액
(천원)

400,000
300,000
150,000
50,000
1,000,000
1,900,000
100,000
420,000
500,000
550,000
350,000
1,920,000
3,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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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부록

1.

Letter of

I ntent

(L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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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 LOI (Letter of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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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2.

3.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사업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
행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사업수주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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