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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베트남은 매우 역동적인 개도국의 하나로 큰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개혁·개방 정책 기조를 채택한 이
래 적극적인 산업화와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통하여 거의 30년간 연
평균 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예로
두 국가의 대외 무역에서 상호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입에서
각각 3,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국 중에서 한
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이며, 한국 정부는 베트남을
중점협력 대상국가(2016~2020)로 재선정하여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함께 ODA가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국가 간 경제·산업 관계는 구조
적으로 밀접한 상호 의존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저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산업 ODA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을 선정하여 좀 더 효과적인 개발협력의 구체적인 방
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경제발
전 과정에서 산업정책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이제 개
도국과 함께 그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의욕적인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
제발전 모형을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베트
남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의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별도로 출간되는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분야별
ODA 전략 연구’와 보완을 이루며, 총론적인 차원에서 폭넓게 산업
ODA 정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베트남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고려할 때 단순한 개발협력의 측면을 넘어서 산업협력
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도 ODA의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장기적인 시각
에서 국가 간 관계 증진을 위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간 한국-베트남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발간된 연구
보고서들을 참고하는 한편,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베트남의 개발 수
요를 반영하고 원조-개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
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원과 외부 전문가 간 협동연구로 추진되었으며,
산업 ODA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진이 보고서를 작
성해 주셨습니다. 수준 높은 보고서의 집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계
경제사회연구원의 김세원 이사장, 동국대학교의 김종일 교수와 강동
근 박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토
론과 자문에 참여해 주신 본 연구원의 김계환 본부장, 임소영 부연구
위원과 인하대학교의 심영섭 교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에 참여한 집필자들의 견해
이며, 산업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7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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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KIET)이 수행하고 있는 2013년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의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 이하 ODA) 모델’ 프로그
램에 대한 산업 분야 ODA 심층 연구의 일부다. 세계경제사회연구원
(WERI)은 산업연구원과 협력하여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형 ODA
모델로 유망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수출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의 세 주제와 관련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바 있다. 이 보
고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현황, 한국이 지금까지 수행하였
던 대베트남 산업 ODA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
업 ODA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와 함께 수행되
는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한 유망 산업 ODA 프로그램에 대한 심
층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분야별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ODA 전략
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정책 방향을 총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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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연구 방법
‘한국형 ODA 모델’ 사업도 한국 ODA의 콘텐츠가 부족하고, 사업의
구성과 접근 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시작하였다. 한국
ODA에 대한 주요 비판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진 분절적
인 사업 구조, 유·무상 원조의 비연계성, 결과보다는 투입 중심의 사업
지향, 사업 목적이 모호함에 따른 불투명한 평가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ODA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확대,
베트남의 중진국 진입, 특히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및 진출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산업협력의 관점에서 한국의 베트남
에 대한 산업 ODA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와 함께 베트
남에 대한 산업 ODA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 ODA 접근 방
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파리 선언에서 제시한 원조 효과성 제고
를 위한 관점에서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ODA 방안을 알아보았다. 이
보고서는 제1장 서론을 시작으로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원조 일치에서 본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ODA 방향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베트남의 경제발전 현황과 베트남
정부의 산업발전전략을 개괄하고 원조 일치의 관점에서 베트남의 산
업 현황과 베트남 정부의 산업전략이 한국의 산업 ODA에 주는 시사
점을 알아보았다. 베트남은 2008년에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넘
어서 하위 중소득 국가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및 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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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베트남은 고속 성장기의 한국이나 중국
에 비해 성장률이 높지 않으며 구조 변화의 속도도 느리다. 특히 제
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대 이후 증가하지 않고, 베트남의 투
자율도 30%에 못 미치고 있다. 베트남이 앞으로 상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투자율이 한층 상승하고 산업구조도 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 베트남
의 경제발전에서 대두될 주요 이슈는 베트남의 중진국 함정 탈출 여
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진국 함정론을 중심으로 베트남 산업발전
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이는 베트남의 소득과 임금의 증
가에 따른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가 점차 상실하게 될 때 이를
방지할 기술개발이나 자본집약적 산업의 특성인 산업 고도화와 다각
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산업정책적 과제를 베트남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산
업전략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2011~2020 사회경제
개발전략과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베트남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의 변화, 주요 전략 산업의 구성, 지역 산업 육성 계획
등을 살펴보고,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2016년에 작성한 “베트남 2035”
의 산업 비전을 통하여 베트남의 산업정책의 과제를 알아보았다. 이
에 따르면 베트남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
확보, 생산성 향상과 성장 동력 확보,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
라 확충, 전략 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 등이 요구된다. 하지만 베트
남의 산업정책은 비전이나 전략 수립에 비해 집행력이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베트남의 산업 현황과 전략이 한국의 산업 ODA 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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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이 상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하
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가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
를 위해서 우선 베트남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형이
고도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베트남 기업의 산업 역량과도 밀접한 관
계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산업 ODA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추진
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의 산업 ODA가 원조 일치성을 통하여 효과
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기업의 수출산업과의 산업 연관 관계
강화를 막고 있는 제약들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베트
남의 산업발전이라는 ODA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뿐
만 아니라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
도 가지고 온다.
둘째, 무엇보다도 베트남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이
를 위한 베트남의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분야
에 ODA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ODA의 기능적 유형은 인력·
기술·자금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나, ODA의 대상은 수출산업을 지원
하는 베트남의 제조 중소기업이 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산업 ODA 규모가 베트남 산업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규모에 비해 적기 때문에 ODA 추진에 있어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현재 부실한 베트남의 지역 산업정책
수립, 특정 기술이나 직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인력
양성, 경우에 따라서는 베트남 기업의 대외 거래 활성화 지원 등 구체
적인 지원사업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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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베트남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회 확대와 참여 방
식의 고도화 등에 필요한 ODA 사업을 기획하면서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겪었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
업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필요한 경
우 이들 기업을 ODA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 형태의
사업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렇게 볼 때 산업 ODA에 있어서 유망한 분야는 베트남 기
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회 확대를 지향한 사업, 베트남이 필요
로 하는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 지원 분
야, FDI와 연계된 베트남 중소기업의 생산 역량을 제고하는 중소기업
육성 분야가 될 것이다.
□ 원조 조화에서 본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ODA 방향
제3장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현황을 알아보았다. 주요 선
진 공여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분야 ODA 동향과 주요 사업 프로젝
트를 정리하여 원조 조화의 관점에서 선진 공여국의 산업 ODA가 한
국의 산업 ODA 정책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베트남은 하위 중소득 국가군에 속하며, 2002년에서 2015년 사
이 수원국 중 7번째로 많은 수원을 받은 국가이다. 국가별 대베트남
ODA 규모를 살펴보면 OECD 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
회, 이하 OECD DAC) 국가 중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약 125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2위
공여국은 한국으로, 약 10억 달러를 지원하여 그 비중은 8.6%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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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베트남의 분야별 ODA 수원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 인프라에 대
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 인프라, 다부문, 생산 분
야 순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산업 분야 ODA가 베트남 전체 ODA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2015년 총계로 15.4% 정도였는데, 이는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공여국별로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지원에 있어 한국, 핀란드, 스
페인은 통신 부문,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에너지 부문, 덴마크,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는 공업·광업·건설 부문, 미국, 스위스, 호주는
무역 부문, 룩셈부르크는 관광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미국, 호
주, 독일 등 주요 공여국의 산업 ODA 프로젝트를 비교한 결과 이들 국
가들의 산업 분야 ODA 지원은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발전이라는 공통
의 목표에서 시작되었으나 지원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특
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여국별 대베트남 산업 ODA 동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ODA 지원 규모가 크지 않고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 볼 때 수
출산업과 관련된 베트남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
를 통하여 베트남의 제조업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대기업과 함께 대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독립생산 중소기업도 베트
남에 진출하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
은 일본, 미국, 호주 등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이나 미소기업
지원보다는 베트남의 수출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비
교우위나 원조 조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글로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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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슬하에서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베트남 기업의 역량강화가 베트
남에서 현지 투자기업의 생산 현지화를 앞당기고 베트남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리라 평가된다.
□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및 ODA 현황과 평가
제4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동향을 양국 간의 무역 거
래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동향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베트남에 대
한 ODA의 구성은 적절한지와 주요 산업 ODA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
베트남 산업 ODA를 평가하여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구조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의 전자산업의
수출가공기지로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베
트남의 제조업이 단순 노동집약적 의류·신발 산업에서 휴대폰·디스
플레이 등 기술집약적 제품의 조립으로 다각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
다. 하지만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품목 면에서는 베트남의 제조업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가치사슬에서
베트남 기업의 역할은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관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최근에 수립된 2차 국가협력전략에서는 산
업 분야가 중점 사업 분야로 선정되지 않았다. 다만 그중 교통 인프라
분야가 산업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대베트남 ODA 규모는 2002년에서 2015년까지 약 13억 달

18

베트남 산업발전전략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정책 방향

러이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를 지원하며, 그 비중은
8.6%로 OECD DAC 국가 중 2위 수준이다. 점차 사회 인프라 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경제 인프라 부문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다. 생산 분야의 비중은 증가하
고 있으나 전체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중 베트남 산업 역량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는 많지 않다.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사
업, 기술대학 설립 사업, 한·베 인큐베이터 파크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은 소규모이다. 과학기술연구원이나 기술대학은 일반
적인 인적 양성 사업이며, 산업 현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은 한·베 인
큐베이터 파크 프로젝트뿐이다. 다만 최근 들어 민관 협력 사업으로
유통산업이나 수공예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과거
와는 달리 기업이 자신의 비즈니스와 연관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
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점에서 바람직한 사업 형태
로 평가되고 있다.
□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정책 방향
제5장에서는 제4장의 평가를 기초로 앞으로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이 베트남에 산업 ODA를 할 때 유망 사업 분야가 무엇이며, 이를 어
떻게 수행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베트남은 이제 중소득 국가군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소득과 함
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비교우위 산업의 경

요약

19

쟁력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에 맞춰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진
출 사업도 섬유·봉제에서 전자기기 등 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보
건 및 교육 등 사회 개발과 경제 인프라 건설에 집중된 한국의 대베트
남 ODA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에 대
한 우호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보건 및 교육 등 수요가 감소
하는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 분야로 ODA의 배분을 증가시
켜야 한다.
제2장과 제3장에서 논의된 원조 일치와 원조 조화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대베트남 산업 ODA로 수행할 만한 유망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산업 ODA의 강화이다. 다양
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베트남의 수출산업에 연계된 중기업의 역량강
화를 위한 ODA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조 일치와 원
조 조화 면에서 베트남 제조업의 성장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
한 수출산업이 견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산업 ODA는 한국 투
자기업 등 해외 투자기업의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의 기업 역량강
화를 위한 ODA가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 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베트남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지원 산업의 성장은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베트남 역내의 가치사
슬의 범위 확대와 고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분야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생성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의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이들 중소기업
이 지속적으로 혁신하여야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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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만의 혁신을 넘어서 베트남의 국내 가
치사슬이 강화되어야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는 베트남 핵심 산업 지역에서 혁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도 지역 산
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 혁신체계라는 개념하에 수출산업클
러스터와 같은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
다. 또한 한국은 1970년대 이후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업단지를 건
설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기에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위한 ODA
는 ODA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유망한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번째로 유망한 사업 분야는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다.
세 번째는 베트남의 수출산업 육성과 관련된 지원이다. 베트남 정
부의 산업발전전략은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산업 육성과 함께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배양을 중요한 정책목표에 포함하고 있다. 이
를 위하여 수출 브랜드 육성, 수출신용, 수출프로젝트 이행보증 제공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산업 육성 지원에서 한
국은 이미 다양한 경험을 하였으며, 정책개발과 집행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서 ODA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베트남의 수출산업 육성에
대한 ODA가 유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산업 ODA를 수행할 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첫째, 원조에서 주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업 ODA 사업의 초기 단
계에 관련 산업이나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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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야 한다. 현재는 수원국의 ODA 부처에서 사업 수요를 보고 부처
관계자와의 조정을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지만, 산업 ODA에서의 주
인 의식이 가장 중요한 집단은 해당 산업이나 지역의 기업, 연구소, 대
학 등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사업의 설계 초기 단계부터
평가까지 사업의 전 주기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결과 지향적 ODA 사업 집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건물의 수, 초청 인원의 수, 기자재 지원 금액 등 투입 지표보다는 사
업을 통하여 성취되는 결과 지표를 사업 형성 단계에서 개발하여야
한다. 계량적 결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계량적 결과
지표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라도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베트남의 산업 역량강화, 수출 증대 등
과 같은 모호한 목적은 배제해야 한다. 대신 베트남의 특정 지역, 특
정 산업의 구체적인 변화나 성과를 도출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업
목적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내용의 적합성이 명시되어
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는 산업 현장과
밀접한 사업 내용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수행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지
금까지 한국 ODA의 문제점인 사업의 분절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
선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기관 간의 협업을 촉진하여야 하며 산업발
전의 주체인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 ODA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 지역이나 산
업에 패키지 형태로 사업을 집중함으로써 모범 사례가 나오도록 노
력해야 한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산업발전전략과 한국의 베트남에 대
한 산업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며, 본 연구서는 두 권으로 구성된
연구보고서의 제1권에 해당한다.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되는 제2권인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분야별 ODA 전략”은 중소기업, 산업클
러스터 및 수출산업 육성의 세 주제와 관련된 한국의 ODA 정책을 연
구 대상으로 한다. 즉, 제1권이 총론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제2권
은 분야별로 구제적인 분석과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각론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1권에서 베트남에 대한 산업 분야 ODA를 한국-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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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산업 분야 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폭넓게 살피고자 하는 이유는, 베
트남이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인 동시에 양국이 상대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중장기적으로 상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의욕적인 산업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
으므로 FDI(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의
유치와 ODA 정책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따라서 베트남의 진정한 개발 수요에 맞춘 효과적인 산업 ODA 정
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산업발전전략을 심도 있게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베트남을 중점협력 대상국(2016~2020)으로 재
선정하여 개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 선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긍
정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베트남은 1인당 소득이 2,200달러(2016년 기준) 내외인 하위
중소득 국가군으로 아직 빈곤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매우 역동적인
국가의 하나로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이모
이(개혁·개방 정책 슬로건으로 ‘쇄신’이라는 뜻) 정책 기조를 채택한
1986년 이래 거의 30년간 연평균 GDP 6%의 성장률을 지속했으며,
한때는(1975~1985년 및 1990년대 초반) 연평균 8~9%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1989년부터 2014년의 25년 사이에 GDP 규모는
30배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최빈국에서 중소득 국가로 발전할 수 있
었다. 베트남은 UN의 MDGs(새천년개발목표, 이하 MDGs) 기간 중
많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빈곤율도 1986년의 70%에서 2014년에는
10% 이내로 하락하였다.1)
1) Do Duc Dinh(201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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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경제 잠재력에 더하여 동아시아 내에서의 지정(地政), 지

경(地經)학적 위치 및 한국과의 특수한 경제 관계는 중점협력 대상국
선정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의 관문에 위치하며 인구가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큰 시장을
가진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교·경제적으로 점차 아
세안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이하 ASEAN) 국가들이 2015년에 AEC
(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로 출
범하는 것을 계기로 역내에서는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국제적으로
는 영향력을 확대되는 과정에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
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각하
고 있다. 미국, 일본 및 중국 등을 제외한다면 한국에게 베트남은 가
장 큰 경제 교류 대상국으로 발전하였다. 그 배경에는 두 국가 내에서
각각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한국 입장)을 탈피하려는 경향이
나 중국 자본의 대량 진출에 의한 경제적 영향력 행사를 경계(베트남
입장)하려는 일종의 포스트차이나에 대비하는 의도도 양측 내에서 동
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내에는 14만 명 내외의 한국인이 진출하여 한인 사회
및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 25년간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 누
적액은 507억 달러로서 중국 521억 달러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2) 또
다른 자료에서 보더라도 1988년~2015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FDI 누적
2) 2017. 6. 26, KOTRA 베트남 하노이 주재, 박철호 관장과의 면담. 참고로 베트남 내에서는 한국
인 노동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한국인 인력난’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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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중국 및 싱가포르 등과 함께 선
두 그룹에 속한다.3)
한국의 직접 투자가 이와 같이 급속하게 확대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베트남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이다.
베트남은 ASEAN에 가입한 이후 역내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ASEAN을 한 단위로 하거나
독자적으로 역외 국가들과 FTA를 의도하는 경제협력·무역협정을 체
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2008), 한국(2015), EU(2016) 등
과의 FTA 체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2016)을 들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에 외
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법, 기업법 및 주택법 개정을 발표
하였다.
베트남이 도이모이 기조로 전환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대
외 개방정책은 한국의 직접 투자는 물론 무역 확대를 가져오는 데도
기여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한국 무역은 총 대외 무역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3위(수출 4위, 수입 3위)에 이르렀다. 한국의 입
장에서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입에 있어서 베트남의 비중은 각
각 4위를 기록하였다.4)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게 된 목적을 고려하면 한국과 베트남은 단순히 ODA의 제공이라
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베트남 국가 간 경제·산업 협력 및 무역이라는
3) Van Tho Tran(2017), p. 13. 참고로 베트남에 대한 FDI는 자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4) KOTRA 하노이 무역관(2016), p.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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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ODA 지
원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이 상위 중소득 국가를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
하였기에 중장기적으로 ODA 정책 역시 원조 일치의 원칙을 반영하여
여기에 맞는 적절한 산업정책의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5)

(2) 연구 주제의 선정 배경
그렇다면 여기서 그간 베트남의 경제사회개발전략이 어떤 경로로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중장기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이 주제는 다음 2장에서 개발 수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산업 ODA 지원이 갖는 의
미가 무엇이며, 베트남의 경제발전의 방향을 반영하여 어떤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는 산업 ODA 제공이 UN에서 2015년 채택
된 지속가능개발목표(이하 SDGs)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SDGs에서
는 과거 MDGs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경제발전 및 산업화(목표 9)
를 새로운 목표로 추가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적인 목표는 빈
곤 추방에 있으며, 빈곤 퇴치를 실현하는 수단은 기본적으로 산업화
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9.2)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중요

5) 베트남이 하위 중소득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영국은 ODA 공여 중단을 선언했으며(2016), 핀
란드, 노르웨이 및 ADB 등은 ODA 감축 또는 특혜적 차관 제공의 감소 등을 결정했다. 대외
경제정책연구원(2017),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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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SDGs의 취지에도 나와 있듯이 개발전략을 추구하는 방법이
경제·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 역시 정책 대안을 제시할 때 이러한 측면을 반영
할 것이다.
베트남의 개발전략 과정을 뒤돌아보면 크게는 한국이 과거 본격적
인 개발 연대에서 채택하였던 경험을 따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6)
앞에서 소개한 도이모이의 채택(1986)과 함께 베트남은 종전의 수
입 대체 전략에서 수출 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정책 기조를 급선회하
였으며, 그 핵심은 산업화 추진이었다. 베트남은 이를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개혁을 단계별로 실현에 옮겼다. 특기할 것은 이 과정에서 정
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종전의 계획경제에서 벗어
나 개방 및 경쟁과 같은 시장경제의 요소들을 동시에 혼합함으로써
독자적인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
라 1950년대 이후 무리하게 추진해 온 중공업이 기반이 된 성장 전략
을 포기하고 동시에 전통산업 및 비교우위를 고려한 노동집약적 경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산업화와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였
다.7)
이러한 정책 기조의 전환은 시기별로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단계에 올라섰다.

6) 한 베트남 저자는 이를 가리켜 일본(제3세대) 및 한국(제4세대)에 이어 베트남은 제6세대 산
업화 국가라고 부른다. p.6~7
7) 베트남의 단계별 중요 개혁 및 산업화 과정은 Do Duc Dinh(2016) p.5 이하. 이 과정에서 농업
부문에서도 1986~1990 기간 중에 ‘계약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개혁적 조치들을 병행하여 식량
부족과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산업화를 뒷받침하였다. 나아가 2010년대 초반에 이
르러 베트남은 쌀 수출국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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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동
태적인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몇 개의 1차 산업에 기반을 두었던 수
출 전략을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로 전환한 것이 주요했다. 이와 함
께 거래 대상 지역 역시 사회주의권에서 동아시아는 물론 넓게는 아
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 지역으로 다변화한 데 크게 힘입고 있다. 특
히 WTO 가입(2006)은 국내에서는 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체제의 정비,
대외적으로는 시장 확보에 주력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기에 추가하여 대외적인 요인으로 한국의 진출을 비롯한 FDI의
대량 유입과 주요 공여 주체(선진 공여국 및 국제 개발협력기구)의
ODA 지원은 베트남의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 다변화 및 수출산업의
육성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다.8)
그 결과 195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농업 및 일부 광산물의 생
산 기반 위에 중공업 육성전략을 추구하였던 베트남은 30년 후에는
산업국가로서 기초를 이루는 단계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1996년부
터 2014년까지 산업 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9.4%를 기록하였다. 이
부문(제조업 및 가공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2020년에는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9)

8) 한 예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FDI의 약정 누적총액은 880억 달러이며, 이 중 585억 달러가
집행되었다. 또 베트남이 2014년 한 해에 도입한 FDI 총액은 21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금액
은 같은 해 GDP의 18%, 총 산업생산의 46.3% 그리고 총수출액의 66.2%에 해당하며, 국내 170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참고로 총 FDI의 70~80%가 동남아 및 아·태지역으
로부터 유입되었다. ODA 역시 직간접적으로 베트남의 산업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한 예로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ODA 총액은 약정 기준 780억 달러에 이르
렀는데, 그중 400억 달러 내외가 집행되었다. Do Duc Dinh(2016), p.7.
9) 동,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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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트남 산업구조의 현황을 살피면, 아직 저임금 노동집약적
상품 및 조립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자제품, 섬
유·의류, 가죽 제품 및 신발류, 목재 제품, 식료품 등이며, 이들 부문이
주요 수출품으로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 이외 자동차 조립 산업
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고, 부산물로써 베트남식 오토
바이 부품 제조가 유망 품목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 부문에서 전자제품 및 컴퓨터가 급성장을 보이
며 중요 수출 품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두 부문의 생산이야말로
베트남 경제가 FDI에 높이 의존(국내 생산의 80%)하는 것을 말해 준
다.10) 베트남 내 FDI 기업의 소유 형태를 보면 2014년의 경우, 100%
외국인 소유가 89.5%에 달하며, 베트남과의 합작 형태는 10.5%에 불
과하다.11) 또 이 두 부문과 관련된 부품 및 소재의 많은 부분이 외국에
서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내에서는 주로 단순 노동에 의한 조
립 과정만을 거치는 실정이다.
세계 5대 수출국으로 등장한 섬유·의류 부문에서도 베트남은 비슷
한 고민을 안고 있다. 즉, 이 부문이 일자리 제공 및 소득에는 기여하
고 있지만 단순한 가공 및 조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직도 국내 부
가가치 창출이 낮고 수입 콘텐츠 역시 의존적이며, 저수준의 기술과
저임금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경제·사회 발전 비전을 갖
고 있으며, 그 테두리 내에서 추구하는 산업개발전략의 목적과 내용

10) 이 부문의 베트남 내 FDI 진출에서 한국의 삼성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현지 삼성이 2015년
수출한 금액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하였다. 동 p 9.
11) Van Tho Tran(2016),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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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이기
도 하다.
베트남 정부가 2014년 세계은행그룹(WBG)과 공동으로 발표한
“베트남 2035”에 따르면, 베트남이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는
크게는 경제 번영과 환경 지속성 간 균형 및 형평, 그리고 사회적 포
용성의 증진과 함께 국가 능력 제고와 책임의 강화로 요약된다. 2035
년까지 베트남은 상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의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12)
이 비전은 경제성장, 사회적 포용성 및 환경 보존을 상호 연관 아래 통
합적인 목표로 설정한 SDGs의 취지를 반영하기도 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최근 “베트남 2035”를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산업개발전략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고 있다.13) (1)녹색과 환
경 친화적 접근, (2) 선진 기술의 확보, (3) 지역 내 그리고 글로벌 시장
을 겨냥할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진 자체 브랜드 개발, 고품질, 고가치
및 강한 경쟁력을 갖춘 상품 개발, (4) 선진국 시장의 요구 조건에 부
합하는 상품 개발, (5)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통합 등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할 산업발전의 방
향을 고부가가치 상품의 확대, 전략 산업을 보조해 주는 선택적인 지
원 산업(supporting industries)의 육성 및 산업 노동력의 질적 개선 등
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어서 핵심적인 전략적 우선 산업(prioritized
industries)으로 가공·제조 산업, 전자·통신 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
지의 세 부문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맞추어 우선 산업 분야별로 그
12)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World Bank Group(2014), p.xxv 이하.
13)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and Strategy(2015), p.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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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품목들이 열거되고 있다.14)
이러한 전략 방향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베트남 산업 생산에서 보이
는 취약성을 시정하는 한편, 산업구조 및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겠다
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욕적인 산업발전전
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R&D) 투자, 인적자본
의 확보, 교육의 질적, 제도적 개선,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수많은 과
제의 해결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밖에도 기본적으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해서 시장경제의 증진을 위한 개혁정책들
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베트남이 산업·경제발전전략의 추구에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한국이 이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협력의 내용과 방향을 시
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베트남의 산업개발 수요의 방향에 맞추어 이 연구에서는 제
1권에 이어 제2권에서 한국이 베트남에 대해 산업 분야별로 제공할
수 있는 ODA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베트남이 의욕적으
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 산업개발전략을 비롯한 경제적 여건은 물
론 한국이 산업 분야에서 갖고 있는 비교우위 분야를 고려할 때 중소
기업의 육성, 산업클러스터의 확충 및 수출산업의 육성 등은 그 적절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이 보고서(제1권)는 앞에서 설명한 연구의 목적과 배경에 따라 다
14) 동, p.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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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베트남의 경제발전 현황과 산업발전전
략’은 베트남의 경제 현황 및 발전 과제와 함께 사회경제개발전략이
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추구하는 산업정책의 방향을 분석한다. 또 이
를 통해서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산업 ODA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
악한다.
특히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베트남의 경제발전에서 정
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핵심적인 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의 진행과 전망 그리고 우선 전략 산
업 분야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분석하는 데 비중
을 둔다. 무엇보다도 베트남 정부가 전략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우
선 순위에 따른 분야 및 품목들은 물론 필요로 하는 지원의 내용과 방
식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개발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
화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원조 일치(alignment)의 관점에서 한국
의 베트남에 대한 ODA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3장 ‘베트남에 대한 산업 분야 ODA 현황’에서는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ODA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공
여 주체(공여국 및 국제 개발협력기구)의 개발 협력 수행 상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국이 과연 어느 분야 및 부문의 ODA 제공에 비교우
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원조 조화(harmonization)
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선진 공여국 및 국제 기구들 간 ODA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는 크게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한국이 다른 공여 주체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는 ODA 부문을 올바르게 선정하거나 확인(기존의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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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대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다른 공여 주
체가 제공하고 있는 ODA의 목적 및 집행 방식 등에서 교훈을 얻어 개
선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4장 ‘한국-베트남 경제·산업협력 현황 및 평가’에서는 양국 간 무
역 및 투자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핀 후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분
야 협력 및 ODA 지원을 상세한 부문별로 심층 분석한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 기조로 전환한 이후부터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FDI 및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국가의 하나이
다. 현실적으로는 이 두 대외 협력의 형태가 국내 산업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은 베트남 내 FDI 진출에서 앞서고 있는 국가의 하나이다. 따
라서 한국의 산업 분야 ODA 정책이 베트남의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
으려면 양국 간 전반적인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고려하여, FDI와 시
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베트남
경제·산업 협력이라는 틀 내에서 산업 ODA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
춘다.
끝으로 제5장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분야 ODA 정책 방향’은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이상의 설명을 종합·정리하고 앞으로의
ODA 수행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 장에서는 경제·산업 협력의 강
화라는 방향 속에서 어떻게 ODA를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모색
한다.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파리 선언(2005)에서
도 제안했듯이 기본적으로 수원국인 베트남의 주인 의식을 고양시키
는 한편, 원조 일치 및 원조 조화 등을 반영한 결과 지향적인 ODA 사
업의 집행이 요구되며, 사업 수행 방식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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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은 구체적으로는 제2권에서 연구 대상
으로 하는 3개 분야(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클러스터 및 수출산
업의 육성) ODA와 연결된다.

3. 연구의 방법
① 이 연구를 위해 활용한 방법은 ⅰ) 연구자 간 수시 모임을 통한
연구 방법 및 보고서 제1 및 제2권 사이의 일관성 유지 및 내용 조정·
분담, ⅱ) 산업연구원 측과의 회의 및 전문가의 제안 반영, ⅲ) 국내외
발간 문헌 및 통계 검토·분석, ⅳ) 국내 전문가 초청 의견 교환, ⅴ) 베
트남 주재 국제 개발협력기구들과의 교신을 통한 자료 입수 및 분석,
ⅵ) 베트남 현지 정책 연구 및 학술기관 전문가와의 토론회 또는 면담
및 ⅶ) 베트남 주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하 KOTRA) 방
문 및 한국 전문가와의 면담 등으로 종합된다.
② 베트남에 대한 학술이나 실무 차원의 문헌과 자료는 이미 국내
및 외국에서 많이 발간되었고, 한국-베트남 간 경제협력 및 무역관계
관련 자료도 구입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또 베트남 내 KOICA(한국국
제협력단, 이하 KOICA)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EDCF)를
비롯한 개발협력기관은 물론 국내 상당수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특히 도이모이 정책의 추진 이후 베트남 정부는 독자적 또는 세계
은행(WB) 및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공동으
로 경제 및 대외 경제협력에 관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어서 이 연구의
추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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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그리고 이들 기관과 직접 접촉하거나 방문해서 필요한 문헌
및 통계를 확보하였다.
③ 이 연구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 연구 자료나 보고서보
다는 한 차원을 높여서 실제로 베트남과의 산업협력 및 이 국가의 경
제·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및 ODA 정책의 구체적인 방
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④ 연구진은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는 방법의 하나로 베트남 진출
초기에 개척자였던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현 대우교육재단 이사
장 겸 자문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 정부의 싱크탱
크 역할을 담당하는 베트남 사회과학원(VASS,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과의 공동 워크숍을 계획하였다.
김우중 회장과는 하노이 방문 첫날 오후 시간을 같이 보냈고, 문서
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유익한 경험담과 조언도 얻을 수 있었다.
장시간의 면담 내용은 이 보고서의 집필에 많이 반영되었다.
주최 측의 요청으로 오후에는 대우교육재단이 운영하는 GYBM(글
로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Global Young Business Managers) 과정
에 참여한 연수생들과 토론 시간도 가졌다. 이 기회를 통해 베트남에
서 취업할 예정인 한국 연수생들로부터 베트남의 경제 상황이나 한
국-베트남 간 산업협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당초 베트남 사회과학원과는 Nguyen Quang Thuan(응우웬 꾸앙
투언) 원장 및 부원장을 비롯하여 주제와 관련된 연구책임자들과 공
동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두 책임자가 예기치 못한 사
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외 연구책임자들과의 면담으로 대
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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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진이 하노이 방문을 통해서 수행한 일정과 회의 주제는 아
래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한다.
○대우교육재단 주최 세미나 참석, 강연 및 연수생들과 대화
- 김우중 회장 및 회장단과 회의
- 베트남 경제의 현황과 과제, 베트남 시장의 특성과 진출 시 유의
사항, 베트남의 경제 전망 등 논의
○베트남 사회과학원(VASS) 방문, 면담 및 토의
- 베트남의 경제사회발전 현황과 과제, 산업발전전략, 한국·베트남
간 산업협력의 현황과 과제
- 베트남의 금융 발전과 인력 양성정책
- 베트남의 수원(산업 ODA)정책과 산업발전전략에 따른 ODA 정
책 방향
○KOTRA 하노이 무역관 방문, 질의응답
- 베트남의 경제 동향 및 전망,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
- 한국-베트남 경제·무역 관계
- 베트남 경제의 잠재력 및 한국과의 관계 전망
○베트남 산업정책·전략연구소 방문
- 베트남의 산업개발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
- 산업발전전략의 핵심 부문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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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하노이 사무소 방문
- 베트남의 ODA 수원 정책 및 문제점
-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장애 요인
- 베트남의 인력 수준
- 한국의 산업 ODA 전망

제2장
베트남의 경제발전 현황과 산업발전
전략

제2장에서는 베트남의 경제발전 현황을 알아본다. 이를 통하여 현
재 베트남의 경제발전 수준에서 요구되는 산업발전, 특히 제조업 발
전의 정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베트남의 발전 정책의 기본적 청사진인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과
함께 이를 실현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고려되는 베트남의 산업발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중화학공업 정책의 경우와 같이 베
트남에서는 산업발전전략이 범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지
만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진이
베트남에서 수행한 현장 방문과 베트남에서 공표된 기존의 정책을
고려하여 베트남이 당면한 산업발전 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
구하고 있는 산업발전전략이 한국 ODA에 시사하는 점을 추출할 수
있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수원국인
베트남의 산업발전전략에서 비롯되는 산업 ODA의 수요에 일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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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형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베트남
의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ODA 수요적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파리 선
언에서 언급한 원조 효과성의 요건인 개도국의 전략에 일치하는 산업
ODA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본다.

1. 베트남의 경제 현황과 발전 과제
(1) 거시 지표를 통해 본 베트남의 경제·사회 현황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후 무역 자유
화와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
다. 2007년 1월에는 WTO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속
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성장에 있어서 해
외기업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
을 비롯한 EU 등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무역협상
에도 참여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외통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당분간 베트남의 경제발전은 해외기업의 투자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베트남은 큰 규모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점을 가진 국가로서 포스트차
이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로 평가된다. 베트남의 인구는 9,000만 명이 넘으며 아세안 지역
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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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베트남의 18~29세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는 것으
로 추정되어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수시장도 빠르게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내적 여건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의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2016년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6.21%이며, 2010년대 초반
물가가 12% 이상 상승했던 거시경제 불안정에서 벗어나 이제 베트
남의 경제는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석유 생산 부문의 부
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성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제조업 생산의 활황, 강건한 내수와 농업
부문의 생산 증가 덕분이다.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 기준)이 2016
년 2.66%에서 2017년 5% 대로 높아진 것은 교육과 보건 부문의 공
공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상수지가 2016
년에 GDP의 4.1% 흑자로 호전되고 순외환보유고도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17년에도 6.3%의 성장이 예상되어
당분간 베트남의 거시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
다.15)
이렇게 베트남의 성장 기조가 안정적이고 포스트차이나로 베트남
이 인정받고 있는 것은 베트남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노동 윤리를 가진 국가로서 해외직접투자가 많이 유입되
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에서 보다시피 베트남의 상급 학교 진학
률은 이미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진학률이나 문자 해독

15) 베트남의 거시경제 현 상황에 대해서는 IMF(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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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베트남의 주요 경제·사회 지표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I. 인구와 노동
인구(백만 명)

66.02 72.00 77.63 82.39 86.93 91.71 92.70

노동력(백만 명)

32.59 36.25 41.14 46.20 51.02 55.26 55.93

경제활동참가율

78.83 78.15 77.54 76.98 76.90 78.34 78.43

II. 소득 수준
GDP(십억 달러)
소비 비중(%, GDP)
투자 비중(%, GDP)

6.47 20.74 33.64 57.63 115.93 193.24 202.62
96.67 81.95 75.87 69.56 72.52 71.53 70.86
-

1인당 GDP(달러)

25.42 25.62 31.27 32.64 24.68 23.67
98

288

433

699 1,334 2,107 2,186

GDP성장률(%)

5.10

9.54

6.79

7.55

6.42

6.68

6.21

소비성장률(%)

3.54

7.41

3.92

3.39

4.55 13.29

7.26

투자성장률(%)

-

실업률(ILO 방식)

-

III. 거시경제적 성과

인플레이션율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14.75 10.18
2.14

2.30

42.10 17.04 11.59

9.75 10.89

9.37 10.08

2.33

2.64

2.12

2.18

9.20 12.07

-0.19

1.11

-

94.51

-

IV. 사회발전 지표
문자독해율
초등학교 진학률

-

-

90.16

-

104.56 113.02 108.74 97.16 105.09 108.88

중등학교 진학률

34.82

상급학교 진학률

2.76

-

-

-

-

-

2.79

9.41 16.05 22.69 28.84

-

도시화율

20.26 22.19 24.37 27.28 30.39 33.59 34.24

기대수명

70.42 71.85 73.15 74.14 74.99 75.78

-

빈곤율(1.9달러 기준)

-

-

-

-

4.78

-

-

빈곤율(3.1달러 기준)

-

-

-

-

18.05

-

-

자료 :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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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여 교육 수준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표 2-2>에서 보다시피 2016
년 3,862건, 총 223억 8천만 달러에 달해 안정적인 투자 유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써 베트남 정부는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
도 정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 환경하에서 베트남의 경제 활동 참가율과 실
업률 등의 노동시장 지표를 보면 참가율은 80%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2%대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활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기대수명은 75세를 넘어서고, 빈곤률은 4.8%(1일 소득 1.9달러
기준)로 나타나 극한적인 빈곤층은 사라지고 있다. 사회개발의 중요
한 지표인 기대수명을 통해서도 베트남의 높은 사회개발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베트남의 1인
당 GDP는 1990년 98달러 수준에서, 2000년 433달러, 2010년 1,334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2,186달러로 추정된다. 세계은행
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국가 분류에 따르면, 베트남은 2008년에 1,165
달러로 저소득 국가에서 벗어났으며 이제 중소득 국가로 발전하고
<표 2-2> 베트남에 대한 FDI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건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투자 금액

15,598

16,348

22,352

20,230

22,757

22,380

투자 건수

1,191

1,287

1,530

2,182

2,827

3,862

자료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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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6)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이나 중국
이 고성장했던 시기와 비교해서 높은 편은 아니다. 한국과 중국이 각
각 1980년대, 2000년대 연 10% 대의 성장을 상당 기간 지속한 점을 고
려한다면 베트남의 6% 대 성장률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베
트남의 투자가 한국이나 중국의 고성장 시기에 비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GDP 대비 투자의 비중은 2005년 이후 30% 대를
넘어섰으나 이후 거시경제 불안정과 함께 현재는 25%에 못 미치고 있
다. 한국이나 중국이 고성장기에 지속적으로 30%와 40% 대의 투자
율을 유지한 것을 고려한다면 베트남의 투자는 활발하다고 할 수 없
다(표 2-1> 참조).
또한 경제 및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여전히 낮
은 편이어서 앞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 전환에 있어서 산업화를
통한 도시화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
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수요는 잠재적으로 매우 크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업화가 중요하다. 특히, 베트남의 투자에 해외
기업의 투자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한다면 베트남의 성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FDI의 유치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 이를 위한 산
업 투자와 기업의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보건과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공공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베트
16) 세계은행은 Atlas방법을 이용하여 2016년 현재 1,005달러 이하는 저소득 국가, 1,006~3,995
달러는 하위 중소득 국가, 3,996~12,235달러는 상위 중소득 국가, 그 이상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https://datahelpdesk.worldbank.org/knowledgebase/articles/906519-worldbank-country-and-lending-groups(검색일 2017.7.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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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임금 수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렴한 임금이나 공공 서비
스 등 비용우위가 점차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함께 사라질 것이며, 이
에 대응하여 베트남의 현지 산업 역량과 이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실
현되지 않는다면 베트남의 성장 여력은 점차 소진되어 갈 가능성이
있다. 즉,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경제 및 사회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야 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아래에서 언급할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사회경제발전전략에 담겨져 있다.

(2) 베트남의 산업구조와 무역구조
베트남의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를 요약한 <표 2-3>에 따르면 베트
남의 농업은 1990년 39%에서 2016년 현재 18%로 감소하였다. 대신
산업의 비중은 23%에서 36%로, 서비스업의 비중은 39%에서 45%로
증가하였다.17) 장기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이 포함된
2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경제발전에 따르는 전형적인 산업구조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비중이 2005년 40%를 넘
어선 후 이후 감소하여 현재 36% 대에 있으며, 지난 5년간 제조업의
GDP 비중도 정체되고 있다.
무역구조를 보면 광물 수출 비중은 1%에 못 미치고 있지만 상품 수
출 중 제품 수출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품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입을 포함한 GDP 대비 무역 규모의 상대적 크기는 1990년

17) 여기서 농업은 어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을, 산업은 2차 산업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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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수준에서 2016년 18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제품을 가공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 가
공을 위한 해외 투자가 유입되면서 제품 수출과 함께 원료와 반제품
<표 2-3> 베트남의 산업구조 및 대외 거래
단위 :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농업 (%, GDP)

38.74

27.18

24.53

20.97

21.02

18.89

18.14

산업 (%, GDP)

22.67

28.76

36.73

41.02

36.74

36.95

36.37

-

-

-

-

14.80

15.22

15.86

38.59

44.06

38.73

38.01

42.24

44.16

45.49

광물수출 비중
(%, 상품 수출)

-

-

0.44

0.57

1.02

-

-

제품 수출비중
(%, 상품 수출)

-

-

42.66

50.19

64.65

-

-

I. 산업구조

제조업 (%, GDP)
서비스업 (%, GDP)
II. 무역구조

III. 대외 거래
무역의존도
(%, 무역/GDP)

81.32

74.72 103.24 130.71 152.22 178.77 184.69

무역수지 (십억 달러)

-1.89

-1.11

-1.91

-9.52

5.19

-

수출 (십억 달러)

6.80

16.81

36.71

83.47 173.49 189.70

-

수입 (십억 달러)

8.69

17.92

38.62

92.99 171.96 184.51

-

경상수지(%, GDP)

-

-

3.29

-0.97

-3.69

0.47

-

순 ODA 유입
(%, GNI)

2.98

4.07

5.07

3.38

2.64

1.72

-

순 FDI 유입
(%, GDP)

2.78

8.59

3.86

3.39

6.90

6.11

-

1.53

IV. 기타

자료 :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7.7.11).
주 : 1990-2005년 농업, 산업, 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베트남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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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의 대 GDP 비중은 1990년
2.8% 수준에서 2016년에는 6.1%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무역구조가
커지며 제품 수출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이러한 해외 투자와 제품 수출의 증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의 무역이 해외 투자에 의존한 수출 가공 산업의 성장에 크
게 의존하였으나, 이에 비해 베트남 내의 제조업의 부가가치의 성장
이 부진한 것은 베트남 기업의 생산 역량이 해외 투자기업의 생산의
현지화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베트남의 제품별
수출입 구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2016년 베트남의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1위 상품은 휴대전화 및 그
부분품이다. 다음으로는 섬유·의류 제품, 컴퓨터,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신발류 등이며, 이상의 제품들은 생산의 국제적 분업이 활발한
산업이다. <표 2-4>에서 보다시피 전화기, 섬유류, 전자제품, 신발류,
기계 장비 등 베트남이 수출가공기지로서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을 전
부 합치면 베트남 전체 수출의 56.8%에 달한다. 2016년에 기계류 수
출 증가율은 24.3%,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21.5%, 전화
기 수출 증가율은 13.8%에 달하고 있어, 과거 베트남의 주력 수출 제
품인 섬유류와 신발류에서 기술적 요구가 높은 전자 및 기계류로 수
출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출가공기지로서의 베트
남이 품목 면에서 고기술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의 수출과 함께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원자재
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표 2-5>의 베트남의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1위 수입품은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품이며, 2위가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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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2016년)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각종 전화기 및 그 부분품

34,317

13.8

19.4

2

섬유·의류 제품

23,841

4.6

13.5

3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18,959

21.5

10.7

4

신발류

13,001

8.3

7.4

5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10,144

24.3

5.7

6

수산물

7,053

7.4

4.0

7

목재 및 목제품

6,969

1.1

3.9

8

수송수단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058

3.7

3.4

9

커피

3,336

24.9

1.9

3,169

10.2

1.8

기타

49,785

2.8

28.2

총계

176,632

9.0

100.0

10 가방, 지갑, 모자, 우산

자료 : 베트남 관세청.

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3위가 각종 전화기 및 그 부분품, 4위가 각
종 직물 등이다. 이렇게 베트남의 수출입 구조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현재 아시아 역내 국제적 생산 분업에서 수출가공기지로서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베트남의 교역의 상당 부분은 글로
벌 가치사슬 아래에서 산업내 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우수
한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전화기, 컴퓨터 등 전자제품 조립과 의류
및 섬유 제조업이 베트남 교역을 주도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베트남의 교역 성장률도
둔화되었지만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베트남의 교역량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베트남은 2016년 약 26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실현
하였다. <표 2-6>에서 보다시피 2016년 기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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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2016년)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비중

1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28,372

2.9

16.3

2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27,874

20.5

16.0

3

각종 전화기 및 그 부분품

10,560

-0.3

6.1

4

각종 직물

10,482

3.2

6.0

5

각종 철강재

8,016

7.2

4.6

6

플라스틱 원료

6,257

5.0

3.6

7

섬유·의류·신발의 원부자재

5,067

1.3

2.9

8

각종 석유 제품

4,944

-7.3

2.8

9

기타 비금속류

4,807

13.5

2.8

10

플라스틱 제품

4,397

17.0

2.5

기타

63,335

1.6

36.4

총계

174,111

5.2

100.0

자료 : 베트남 관세청.

은 미국이며, 다음이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한국은 베트남 수출의
6.5%를 차지하였다. 2016년 현재 베트남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다음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이다. 한국에서의 수입은 베트남 전체 수
입의 18.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베트남이 포스트차이
나로 불리는 이유인데, 베트남이 중국, 한국, 일본의 중간재를 수입하
여 최종재를 미국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에서
그 위치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베트남 수출에서 해외 투자기업의 수출액을 보면 알 수 있는
데,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2016년 현재 1,239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70.2%에 달한다. 이러한 해외 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2013
년에 61.3%인 것을 감안한다면 수출가공기지로서의 베트남의 입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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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베트남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2016년)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미국

38,464

21.8

1

중국

49,930

28.7

2

중국

21,970

12.4

2

한국

32,034

18.4

3
4

일본

14,677

8.3

3

일본

15,034

8.6

한국

11,419

6.5

4

대만

11,221

6.4

5

홍콩

6,091

3.4

5

태국

8,796

5.1

6

네덜란드

6,014

3.4

6

미국

8,708

5.0

7

독일

5,959

3.4

7

싱가포르

4,709

2.7

8

아랍에미리트

5,000

2.8

8

말레이시아

5,114

2.9

9

영국

4,899

2.8

9

인도네시아

2,971

1.7

10

태국

3,693

2.1

10

독일

2,828

1.6

58,445

33.1

기타

32,767

18.8

176,632 100.0

합계

기타
합계

수출액

비중

수입액

비중

174,111 100.0

자료 : 베트남 관세청.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교역 구조를 살펴볼 때,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베
트남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있어서 당분간 해외기업의 투자와 생
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 2-7>의 업종별
FDI 동향을 볼 때, 제조, 가공 분야가 투자 건수(1988년 이후 누적) 1만
1,716건, 투자 금액 1,727억 달러로 전체 투자 건수의 51.8%, 총투자
금액의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연 베트남으로의 해외직접투자
는 내수시장보다는 수출가공기지로서의 베트남의 매력에 이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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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베트남에 대한 업종별 FDI 동향
단위 : 건수, 백만 달러

산업

1988-2016년 누적

2016년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11,716

172,717.60

1,922

15,521.20

부동산경영

581

52,203.70

73

1,546.90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108

12,907.60

6

310.4

제조, 가공

545

11,494.70

111

383.4

건설

호텔, 요식업

1,384

10,658.70

174

447.7

도소매, 유지보수

2,248

5,433.20

616

702.2

정보통신

1,477

4,718.70

246

340.1

물류운수

607

4,280.90

111

675

농, 임, 수산

522

3,573.80

31

103.7

채광

104

3,497.80

2

68.7

예술 오락

135

3,029.70

8

328.7

기술과학 전문

2,193

2,643.90

351

751.9

의료, 사회복지

122

1,602.00

13

13.9

금융, 은행, 보험

87

1,485.30

13

511

용수공급, 폐수처리

56

1,451.10

19

487.6

기타서비스

153

757.8

13

65.6

교육, 양성

316

741.2

81

48.2

행정, 지원서비스

236

495.1

70

69.3

4

7.4

2

4.1

22,594

293,700.40

3,862

22,379.70

가정용 렌탈서비스
합계

자료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3) 베트남 산업발전의 특징과 발전 과제
앞에서 베트남의 거시경제 지표와 산업 및 무역 구조를 통해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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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나 산업 및 무역 구조를 면밀히 살
펴보면 베트남의 성장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성장률이 높지 않으며
구조 변화 속도도 느리다. 특히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대 이
후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의 투자율도 30%에 못 미치고 있어
서 베트남이 앞으로 하위 중소득 국가에서 상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투자율이 한층 더 증가하고 산업구조도 역내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베트남의 산업발전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발전 단계 면에서 베트남
의 수준을 한국과 비교·평가하여 보고, 베트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한 필요조건을 최근에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중진국 함정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한국과의 비교
<표 2-1>에서 살펴본 바대로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한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구매력 평가 1
인당 실질 GDP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은 한국과 베트남의 구매
력 평가 1인당 실질 GDP는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비해 7배 이상 높
다. 2014년 현재 베트남의 구매력 평가 1인당 실질 GDP는 5,500달러
(2011년 미국 달러 기준)으로 이것은 한국의 1976년 또는 1980년 수
준이다.18) 1인당 GDP를 통하여 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평가하기
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1976년부터 1980년은 한국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로, 당시 한국은 적극적인 정부
18) 1976년 한국의 구매력 평가 1인당 실질 GDP는 5,45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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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베트남과 한국의 1인당 GDP 추이
단위 : 백만 달러(구매력 평가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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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업정책하에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
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적극적 산업정책은
1960년대 봉제 및 조립가전제품 수출 중심의 성장 구조가 1970년대에
들어서며 다른 신흥공업국과의 경쟁에 당면하게 되고, 수출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동시에 반제품과 원료 수입의 증가로 대외 수지의 개선
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수출 구조를 바
꾸어야 하는 정책적 과제에 대응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베트남의 산업구조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
의 산업구조와 비교하여 어떠한 상태인지 살펴보면,19) 우선 산업구조
19) 한국의 1970년대와 베트남의 현재는 세계경제 환경이나 산업기술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
고, 단순히 1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발전 단계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베트남의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이
기준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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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베트남과 한국의 산업구조 비교
단위 : %(GDP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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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주:한
 국과의 비교를 위해 베트남의 2010~2016년 자료를 한국의 1974~1980년 자료와 비교
하고 있음.

변화의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업의 GDP 비중은 한국의 1976
년과 베트남의 현재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편이지만, 베트남의
농업 비중의 감소 추세가 한국보다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
지만 제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제조업의 비중이 당시 23~24%
수준으로 현재 베트남의 15%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었다. 이
러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당시의 한국이 현재의 베트남에 비
해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발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2-2>).
제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경공업의 대표적인 산업인 섬유·의류 산
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간주되는 기
계·장비 산업의 비중을 비교할 때, 베트남은 1976년부터 1980년 당시
한국보다 섬유·의류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고, 대신 기계·장비 산
업의 비중이 높아서 베트남의 제조업의 발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20)(<그림 2-3>). 지난 10여년 간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 부가가
20) 세계은행의 WDI에서의 기계·장비 산업에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제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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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대신 기계·장비 산업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
서 한국보다 베트남이 작은 이유는 한국에 비해 베트남 국내 산업 연
관 관계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경우, 제조업 생산에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였지만 경공업에
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가치사슬 상 국내 생산이 차
지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었던 반면, 베트남은 생산의 국제화 추세
하에서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전자 및 운송장비 분야에서 투자가 유
입되며 기계·장비의 생산 규모가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은 높아졌으나, 가치사슬 중에서 부가가치 수준
이 낮은 단순 조립 분야의 종사자가 증가하고, 대신 임금의 증가로 인
해 섬유·의류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져 생산 규모가 증가하지 않고 있

<그림 2-3> 베트남과 한국의 제조업 구조 비교
단위 :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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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주 : 한국과의 비교를 위해 베트남의 2010~2016년 자료를 한국의 1974~1980년 자료와 비교
하고 있음.

56

베트남 산업발전전략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정책 방향

기 때문이다. 한국의 섬유·의류 산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 비중이 이미 감소 추
세에 진입한 것은 베트남에서 의류·봉제 산업이 국내의 섬유 원료, 방
적 및 방직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의 산업구조를 평가하면, 베트남의 산업발전은
생산의 국제화라는 글로벌화에 힘입어 수출 구조나 제조업 구조에서
볼 때 산업 분류상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러
한 산업의 발전에 비해 산업의 부가가치는 더디게 증가하고 있어서,
한국의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까지의 산업발전의 수준에 못 미
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기업의 산업 역량 고도화와 이를 통한 국내
산업 연관 관계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내적 역량
의 강화가 없는 상태에서 베트남의 저임금에 따른 비용우위가 사라
지면, 베트남의 산업발전은 정체될 것이며 경제성장 속도도 느려지
게 되어 베트남의 상위 중소득 국가로의 진입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
릴 것이다.
2) 발전의 함정과 베트남에의 함의
‘자원부국이 가진 풍부한 자원이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역설적
인 자원의 저주 등 이미 오래 전부터 발전의 함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
다. 1990년대 경제성장 수렴론을 검정하는 실증 분석 결과, 낮은 수준
의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성장률로 이어지지 않으며, 다수의 저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가 시간이 지나도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지 못하
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발전의 함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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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 and Kharas(2007)가 중소득 국가에서의 발전지체를 중진국 함정
(Middle-income Trap)으로 명명하고 난 후 중소득 국가에서의 발전지
체, 중진국 함정론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성장 패턴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는
데, 특정 소득 수준, 상대적 소득 수준, 기타 거시경제 지표 등을 기준
으로 할 때 특정 국가가 이러한 거시적 지표로 본 성과에 있어서 발
전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견된다고 보고하였다.21) 예를 들면 Felipe 외
(2012)는 1950년부터 2010년 사이 전 세계 124개국의 성장 패턴을 분
석한 뒤, 28년 이상 저소득 국가에 머무르는 국가나 14년 이상 상위
중소득 국가에 머무르는 국가들이 발전의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
이 높다고 하였다.22) 즉,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저소득 국가에서 탈
출하기는 힘드나 일단 경제가 성장하고 나면 경제성장률 복리의 법
칙에 의해 일정 기간 의미 있는 성장률이 유지되면서 빠른 속도로 상
위 소득군으로 진입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위 중소득 수준에
계속 머물며 성장이 지체되는 국가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경제의 고부가가치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Bulman 외(2014)에서는 농업에서의 제조업으
로 산업구조 변화의 지체, Hsieh and Klenow(2009), Bartelsman 외
(2013), Melitz and Polane(2015)에서는 기업 간 자원 배분의 비효율적
21) 중진국 함정에 대한 개념적 정리에 대해서는 Pruchnik and Zowczak(2017) 참조.
22) Felipe외 (2012)는 1인당 소득 2,000달러 이하를 저소득 국가, 7,250 달러 이하를 하위 중소
득 국가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중진국 함정이 각국의 수출 구조의 후진성과 긴밀한 관련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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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Ohno(2009), Doner and Schneider(2016)에서는 산업 고도화의
지체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층 더 나아가서 Kharas and Kohli(2011)
는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소유권
제도와 자본시장이 미성숙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았다. 이러한 제도
적 장애는 Acemoglu 외(2006)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혁신을 가로막
는 기득권 구조와 이해관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23)
이러한 중진국 함정론이 유행한 것은 발전의 속성상 저소득 국가에
서 중소득 국가로의 진입은 저임금 노동이 풍부한 경우 기술이 복잡
하지 않고 자본집약도가 낮은 산업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유입되면 국
내의 산업구조나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
게 저소득 국가에서의 탈출은 대외 개방이나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하
여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중소득 국가에서 보다 높은 소득 수준
의 국가로의 진입은 더 힘든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Kharas
and Kholi(2011)은 법과 제도의 발전 없이는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힘들다고 보았으며, 산업의 고도화에 초점을 둔 Ohno(2009)는 더 복
잡하고 높은 기술, 규모 있는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 국내에서 형성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국기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내기업의 역량
이 성장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
였다.
베트남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중저소득 국가 수준에 도
달하였으므로, 중진국 함정에 대해 걱정하기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경제발전에
23) 베트남에 있어서도 경제를 견인할 베트남의 대기업들은 다수가 국영기업으로 지난 수십
년간 민영화와 구조조정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국영기업의 저효율 문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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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초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고 개도국의 낮은 기술과 자본 동원 능력을 고
려할 때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용우위에 의존하여 산업발전이 시작된
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임금이 상승
하고 기존 산업의 비용우위가 사라지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는 투자를 통하여 생산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비용우위를 유지하거나,
기술이나 자본 수요에 있어서 더욱 기술이 고도화되거나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다각화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중진국 수준으로 소득이 올라가며 기존의 산업에서의 비용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통한 노동절약적 혁신과 함께 생산 조
직과 생산 관리의 혁신이 요구된다. 한국의 섬유산업의 경우에서 보
듯이 1960년대 말부터 단순 노동을 이용한 봉제산업에서 경쟁우위가
사라지며 섬유산업의 상류로의 산업구조적 변화, 노동집약적 생산 과
정의 해외로의 이전, 섬유기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초에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추진되며 산
업의 규모화와 고도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산업 고도화는 이를 위해 필요한 생산관리 역량, 숙련된 인
력, 자본 동원 능력, 기술 습득 노력 등이 요구되며, 이를 실현할 수 있
는 국내 토착 기업의 역량, 이를 유인할 금융, 비즈니스, 법적 제도적
환경, 증가하는 생산량과 새로운 제품을 흡수할 시장 등이 갖추어지
지 않으면 실현되기가 힘들다.
한국에서도 중진국 함정론이 유행한 적이 있다.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1994년(1만 205달러) 달성한 후 1998년 외환 위기로 인하여
8,085달러로 1인당 소득이 추락하여 2004년 1만 5,907달러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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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데 10년 정도가 걸렸는데, 이 당시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
졌다는 주장이 유행했다. 하지만 한국은 외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
고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였으며, 이제 더 이상 발전의 함정에 대해 주
장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한국이 빠르게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것
은 산업경쟁력에 기초한 수출산업의 역동적인 성장 때문이며,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의 산업경쟁력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진국 함정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특정한 소득 수준에서 경
제가 정체한다는 뜻이라기보다, 경제가 일정한 소득 수준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는다면 성장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점에서 중진국 함정은 특정한 소득 수준에 도달하면 발생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국가별로 앞에서 지적한 비용우위의 유지가 이
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산업, 즉 성장 동력의 발견이 멈출 때 모든 국가
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베트남의 중장기 사회경제개발전략
지금까지 베트남의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징을 알아보고, 한
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베트남의 산업발전의 핵심 과제를 살펴보았
다. 전 절에서 제시한 베트남 경제 및 산업발전 과제에 상응한 문제의
식이 베트남 정부가 발표하는 중장기 사회경제개발전략에 담겨져 있
다. 본 절에서는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발전 전략인 사회경제개발
전략의 내용과 현재 베트남이 추구하는 산업발전 정책의 내용을 알
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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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
베트남 정부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사회경제개발전략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이하 SEDS)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10년 단
위 중장기 베트남 발전 정책의 기조 역할을 한다.24) 2001년 9차 전당
대회에서 2001~2010 SEDS를 발표하였고, 이후 2011년 11차 전당대
회에서 2011~2020 SEDS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에 2020년까지의 베트
남의 발전정책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2011~2020 SEDS는 2001년에서 2010년까지의 성과를 베트남 경제
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성공적인 개혁과 안정적인 성장 등으로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베트남의 잠재력에 상응한 성과를 이루
어내지 못하였다고 진단하며, 특히 성장의 질,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
의 낙후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전략이 작성된 2010년 경
제위기 직후 글로벌화에 대한 비관적인 주장이 우세한 환경에도 불구
하고 베트남 정부는 아세안 지역의 국제적 협력 관계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베트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 판단하에서 베트남 정부는 향후 10년간 발전에 대한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높은 성장률의 달성도 중요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즉 베트남 정
부는 거시경제 안정성, 경제 안보, 사회발전과 평등, 삶의 질, 민주화
등이 높은 성장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한 가지 특기할 만
24) 이와 함께 5년 단위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2016~2020 5개년 계획이 추진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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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은 구조 전환과 지식 기반 경제로의 진입을 통하여 성장의 질,
생산성, 효휼성, 경쟁력의 확보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강한 국가, 부유한 국민, 민주주의, 형평, 문화 융
성이 있는 사회주의 베트남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 및 정치의 포괄적
인 재편을 추구한다. 셋째, 인간을 발전의 주요 자원인 동시에 발전의
목표로 간주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다. 넷째,
더 높은 수준의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동시에 사
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위한 국영기업을 포함한 국가의 역량을 배양하
고 민간 부문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해외 투자 부문의 촉진
을 추구한다. 다섯째, 세계경제에 통합된 가운데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는 베트남 경제를 건설한다. 세계경제에 자율적으로 통합되기 위해
서는 경제의 잠재력과 역량을 배양해야 하며, 이는 베트남 국내 기업
의 강한 경쟁력에 기초한다.
이상의 5가지 기본 시각을 정리하면 베트남 정부는 체제적인 면에
서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경제 및 정치 체제의 지속적인 개
혁,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과학과 기술 습득을 통한 구조 전환과 성장
의 질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베트남 경제가 세계경제로 통합되도록 더욱 노력하되, 이
와 함께 베트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의 강화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 사회·문화, 환경 발전으로 나누어진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경제발전의 목표로 생산력 강화, 적합한
경제적 관계의 설정, 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
혁을 정하고, 2020년까지 7~8%의 성장률 목표와 2020년 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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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과 서비스업의 GDP 비
중 85%, 고기술 제조업 비중 40%, 농업 인구 비중 30~35%, 도시화율
45% 등의 계량적인 목표도 제시하였다.25) 이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경제제도의 개혁,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등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2011~2020 SEDS에서는 발전의 지향을 12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①
시장경제제도 개선, 거시경제 안정, 자원 이용의 효율화, ② 산업의 현
대화, 질적 개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국가의 기초 건설, ③ 농업
발전, ④ 서비스산업발전, ⑤ 교통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 ⑥
도농 간 경제발전의 균형, ⑦ 경제발전에 부응한 문화 및 사회 부문의
포괄적 발전, ⑧ 보건, 의료 시스템의 개선, ⑨ 교육과 훈련 체계 발전
을 통한 인력 양성, ⑩ 과학과 기술의 발전, ⑪ 환경 보호 및 개선, ⑫
정치 안정 및 사회 질서 확보와 함께 베트남 경제의 세계경제와의 통
합 및 위상 제고 등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시장과 정부의 역할 재
정립, 행정개혁, 부패와 낭비 철폐, 정부의 지도력 강화 등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2011~2020 SEDS는 베트남 정부의 포괄적인 정
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산업 부문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조
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FDI의 적극적 유치
와 함께 이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 및 산업발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 국내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
로 정리될 수 있다.
25) 사회 · 문화 발전 목표로는 민주적 사회질서, 형평, 인간개발, 교육 등이 제시되었으며, 환경
발전 목표로는 수자원, 대기오염, 물관리,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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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베트남 정부는 2016년 3월 2011~2020 SEDS의 중간 점검과 함께 목
표를 조정하는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이하 SEDP)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은 2011~2020 SEDS에 비해 6.5~7.0%로 목표가 미소하게 하향 조정
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1인당 GDP는 2020년 3,200~3,500
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해 베트남 경제가
안정화되어 환율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구조
목표인 산업과 서비스의 GDP 비중 85%는 5년 전과 같으며, 2020년
까지 전체 투자율을 32~34% 수준까지 상승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추
가되었다.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자를 GDP의 4% 수준에서
유지하며, 2020년까지 도시화율 38~40% 정도로 목표를 다소 하향 조
정하였다.26)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SEDP에는 총요소생산성(이하 TFP)의 성
장기여도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TFP의 성장기
여도를 2020년 30~35% 수준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2020년까지 매년 5%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일
반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총요소생산
성은 측정상 논란이 있어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베트남의
2016~2020 SEDP에서는 TFP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베트

26) SEDP의 주요 목표에 대한 정리는 IHS Markit 사이트 http://www.markit.com/Commentary/
Get/29042016-Economics-Latest-five-year-ocio-economic-development-plan-launched-inVietnam(검색일 2017.7.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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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정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요소 투입의 효율성 제고에 큰 관심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베트남의 산업발전전략과 과제
(1) 베트남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
1)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의 발전 과정과 그 결과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중앙집
권적 계획경제하에 있었다. 하지만 종전 이후 경제는 극심한 물자 부
족 상태에 있었으며 경제시스템은 전시경제체제의 연장이었다. 당시
베트남의 경제는 소련의 원조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소련 경제
의 침체와 함께 원조 규모는 감소하여 1989년에 완전히 중단되었다.
1986년 도이모이 선언에서 국영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민간기업의 허
용, 경제개방을 표방하고, 가격 통제를 완화하며, 시장 개방과 함께 관
세 및 쿼터제를 도입하고, 환율 왜곡을 시정하였지만 여전히 국영기
업이 무역을 독점하였으며, 무역도 수출입 허가와 쿼터로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 도이모이 선언 이후에도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와 함께 거시경제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었다. 1989년 소련
의 원조가 중단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베트남 경제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며 무역을 개방하였지만, 베트남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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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직접 경쟁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며 베트남에 대한 무역제한조치
(trade embargo)가 철폐되며, 베트남의 저임금 노동을 활용한 노동집
약적 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투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27) 이후 베
트남의 수출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며 베트남
은 지속적으로 수입 허가를 철폐하고 수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당시 기
업에 대한 중장기 신용(투자 금융, 이자 보조, 수출신용 보증) 및 단기
신용(단기 대출, 계약 보증) 대출 등 금융 지원과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조를 시작하였다. 베트남은 2006년 11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무역 전반의 규제 완화와 무역 행정 합리화
를 추진하였으며, WTO 기준에 부응하여 직접적 수출보조금을 철폐
하고, 대신 시장개척 마케팅 지원제도 등 수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
다. 2010년 이후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해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
로 유치하기 시작하였다.28)
그 결과 베트남은 다수의 국가와 FTA을 체결하였는데, ASEAN을
필두로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중국, 칠레, EU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홍콩,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시작하고 역내포
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다.29)
이렇게 베트남은 대외 개방과 함께 해외 투자의 유입으로 수출산
업이 해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내수시장을
27) 베트남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는 1994년 미국의 무역제한조치의 철폐를 끝으로 사라졌으며,
베트남은 1995년 미국과 수교하게 된다.
28) 베트남의 산업정책의 역사에 대해서는 Dinh(2016)과 Perkins and Ahn(2010) 참조.
29) KOTRA 하노이 무역관 정리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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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조업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Perkins and Anh(2010)에 따르
면 이는 향진 기업(TVEs, Township and Village Enterperises)의 발전
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중국과는 달리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국영기업
과 민간기업의 중간 형태인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
국의 향진 기업은 지방 정부의 지원과 기업 간 경쟁을 통하여 사회주
의체제에서의 시장경제로의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중국 내 기업의 산
업 역량 발전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러한 향진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베트남의 지방 정부는 중국에 비해 산업이나
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경우 중화학공
업을 포함한 기간산업은 국영기업, 수출 등 대외 무역은 해외 투자기
업이 주도하였으며, 내수 산업과 지역 산업은 베트남 민간기업의 낙
후성으로 인하여 발전이 지체되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의 국영기업
은 정책 자금과 정책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취
약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된다.30)
2) 산업정책 기조의 변화
베트남 산업정책의 기조는 앞에서 살펴본 10년 단위 사회경제개
발전략(SEDS)에 따른다.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가 산업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SEDS 하의 5년 단위 SEDP의 산업
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30) 2005년 제정된 기업법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적인 조치는 법적으로 철
폐되었으며, 이후 민간기업의 창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산업자금 배
분에 있어서 여전히 국영기업에게 지원되는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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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는 대외 원조의 조정 및 국가투자정책을 수립·집행한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과 관련된 정책은 해외 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 기업개발청(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경제지구부
(Department of Economic Zones)가 각각 해외 투자 관련 업무, 민간
기업 창업 및 지원, 산업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베트남 정부는 전략 업종과 지역별 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여
왔다. 산업정책의 핵심은 베트남 개발은행(Vietnam Bank of Development)을 통한 전략 산업에의 우대 대출 등의 금융 지원,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
표하는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지표에 따르면, 이를 구
성하는 10개 지표 중 건설 승인, 신용 대출, 소유권 등록, 계약 집행, 대
외 거래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나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베트남의 국내 기업은 소규모, 저효
율적이며 정책 지원도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발표되었지만, 현재의 지원 수단과 집행 효율에서 효과적
이지 못하다고 한다. 특히 전략 산업이나 전략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금
융이나 세제 지원에서의 우대를 받고 있으나, 이외의 지원은 별로 없
으며 나아가 인력이나 인프라 건설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은 산업통상부에서 전략 산업과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
지만 그에 상응한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31)
시기별 산업정책의 기조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2). 도이모
이 이후 1991~1995년의 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중공업, 자원 채취 산
31) Kim and Nguyen(2011) 참조.
32) Ahn 외(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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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석유 및 정제, 전기, 건자재, 비료 산업이 전략적 요충 사업으로 선
정되었으며, 정부의 정책은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 중심
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컸다. 이후 1996년에서 2000년
에 시행된 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정책의 기조가 내수 충족, 경공업 비
교우위를 통한 수출산업 육성과 함께 농산물 가공, 통신, 금융 등 경
제 인프라 투자 등으로 변화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 프로그램이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집행되었으며, 1999년에는 기업법이 새로이
개정되어 민간기업의 창업과 경영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었다. 이와 함
께 국내투자촉진법이 1998년에 제정되고 이것이 2000년 해외 투자법
의 개정에 반영되어 해외 투자 유치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1996년에는 수출가공지구와 투자지구의 육성이 주요 정책으로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정책을 정
비하였다. 이후 2001~2010 SEDS 발표와 함께 성장의 가속화와 성장
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정책적 관심이 옮겨졌다. 이에 대응하여 제조
업의 고도화, 서비스산업 육성, 농촌 개발,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정책
이 핵심 산업정책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2001년에서 2005년에는 2차
공공투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제도적으로는 해외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해
외 투자를 통한 기술도입을 중요한 산업정책의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강조되었다. 2010~2020 SEDS에서는
지식 기반 산업의 발전, 생산의 현지화와 부품 및 원자재의 국내 조달
확충 등이 산업정책으로 강조되었으며, 중화학공업의 효율화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베트남 산업의 역할 고도화가 주요 정책적 과
제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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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전략 산업과 지역 산업 육성

이러한 산업정책의 기조 변화와 함께 정책적으로 선정된 전략 산
업도 조금씩 변화하였다. 2001~2010 SEDS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대로 농산물 가공, 소비재 생산 역량강화, 수출 지향적 경공업 육성,
특히 전자산업과 기계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수출 가공 구역, 하이테
크 파크 건설 등이 산업정책의 내용으로 소개되었다. 특히 2007년에
는 정부에 의해 200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산업정책을 위한 전략적
우선 산업으로 기계엔지니어링(자동차, 조선, 장비, 농기계, 메카트로
닉스), 전자(전자기기, 통신 장비), 신기술(신재생 에너지, 소프트웨
어 및 디지털 콘텐츠산업) 산업 등이 선정되었다.33) 이러한 우선 산업
과 함께 산업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요 산업으로는 섬유, 가
죽 및 신발, 플라스틱, 농산물 가공, 채광 및 제련, 철강, 화학 산업이
선정되었다.34)
2011~2020 SEDS에서는 제조업 구조 전환, 중화학공업 육성, 하이
테크 에너지산업 육성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명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베트남 산업의 질적인 고도화와 이를 위
한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ies)의 경쟁력 강화, 산업클러스터 육
성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15개의 전략적 우선 산업
이 선정되었는데, 섬유 및 의류, 모터사이클, 화학, 기계엔지니어링,
농산물 가공, 자동차, 정보통신, 제약,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33) 이 정책은 The Prime Minister’s decision (no. 55/2007/QD-TTg)에 따라 국가정책으로 승인되
었다. 베트남의 법령체계상 수상 결정은 시행령의 하위, 시행규칙의 상위 법령이다.
34) 전략적 우선 산업은 신성장 동력 산업, 하위 주요 산업은 베트남의 주력 산업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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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정치적 유산으로 지역통합이 중요한 국가사업인 베트남 정
부는 국가 전략 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
도 높았다.35) 1997년에서 1998년에 3개 지역의 산업 육성 계획이 처
음 발표되었다. 이후 하노이, 하이퐁이 속한 북부 7개 주, 다낭 등 중
부 5개 주, 호찌민이 포함된 남부 8개 주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추경
제지역(Pivotal Economic Regions)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메
콩강 삼각주 경제구역으로 4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다.36) 이와 함께
낙후된 중부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중부 해안 지역의 17개 지역을 수
출가공지구로 지정하고, 푸콕 등 6개 지역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기
로 하였다.
이러한 산업 요충지 선정과 함께 지역별 전략 산업을 발표하였는
데, 주요 내용은 <그림 2-4>와 같다. 산업적으로 발전이 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와 호찌민이 속한 남부 지역은 밀집된 인구에 기초
한 수출산업과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다른 지역은 각 지역의 지리적
비교우위에 입안하여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낙후되어 있는
북부 산악 지대는 수력 발전에 기초한 화학, 제련 등 에너지 집약 산
업, 하노이가 속한 북부 지역은 전자, 기계, 의류, 신발, 농산물 가공,
다낭이 속한 중부 해안 지역은 석유 화학, 조선, 기계, 농산물 가공, 중
부 내륙 지역은 수력 발전, 농산물 가공, 광물 가공, 호찌민을 중심으
로 한 남부 지역은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제약, 석유화학, 의류, 신
발, 메콩강 삼각주 지역은 조선, 농산물 가공이 전략 산업으로 선정
되었다.
35) 지역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Nguyen(2013) 참조.
36) 이러한 지역 산업정책은 Prime Minister’s Decision no. 1231/TTg-KTTH로 2012년에 국가정
책으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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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베트남의 지역별 전략 산업
지도

지역별 전략 산업
o북
 부 산악지대 : 수력발전, 화학, 제련
등 에너지집약산업
o북
 부 : 전자, 기계, 의류, 신발, 농산물
가공
o중
 부 해안 : 석유화학, 조선, 기계,
농산물가공
o중
 부 내륙 : 수력발전, 농산물가공,
광물가공
o남
 부 :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제약,
석유화학, 의류, 신발
o 메콩강 삼각주 : 조선, 농산물가공

자료 : Nguyen(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대한 산업 활동의 집
중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산업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문제 및 이를 분산시키려는 지역 산업 문제는 앞으로도 베트남 산업
정책의 주요 현안이 될 것을 보인다.

(2) 현재의 산업정책 기조
1) 2025년까지의 산업발전전략과 2035년 산업 전망
베트남의 현재 산업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2011~
2020 SEDS와 2016~2020 SEDP에 따른다. 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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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025년까지의 산업발전전략과 2035년 산업비전(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2025, vision toward 2035)을 작성하였
는데, 이것이 현재 베트남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37) 2025년까지의 전략과 2035년 비전이라는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 전략은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베트남의 산업정책의 핵심을 산업 전반
에서의 민간 부문과 해외 투자 부문의 활성화, 전략적 우선 산업의 육
성,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연계 강화, 국방과 관련된 산업을 포함한 다
목적 산업의 육성, 녹색성장 등 5개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를 위하여 2025년까지의 정책 방향은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양적 확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지원 산업의 육성, 자연 친화적·
에너지 효율적·안보 관련 신소재 및 환경 산업의 육성, 수직 및 수평
연관의 강화, 지역 산업 육성,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중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의 정책 방향으로 첨단 산업, 친환경 산업 육
성, 국내 고부가가치 브랜드 제품 개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베트
남 기업의 역할 고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을 집중해야 할 부문으로 고부가가치화, 지원 산업
(특히 기계, 화학, 가공 분야), 숙련된 인력 양성 등과 함께 전략 산업
으로서 노동집약적 가공 제조업, 전자 및 통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 지역의 확산을 통한 지역개발 등을 중요
한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업, 노동, 기술 측면의 전
방위적 정책 역량 개선, 투자유치, 마케팅, 산업 서비스, 친환경 분야

37) Prime Minister‘s Decision No. 879/QD-TTg로 국가정책으로 2014년에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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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장기적 유인 제공, 기계, 제련, 전자, 통신,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 대한 집중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의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구조 개편,
전략적 우선 산업에 집중한 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이 핵심 시책이
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투자 유치, 시장 개발, 지원 산업 육성, 지역
균형, 산업 서비스 육성, 환경보호 등에 대한 지속적 정책 관심이 필
<표 2-8> 베트남 산업전략 2025, 비전 2035의 전략적 우선 산업
전체 산업 분야에서의
우선 순위 생산가치 비중 전망(%)
2025년까지
산업
전략적 우선 산업 13개
2010 2015 2020 2030

2035년까지
전략적 우선
산업 5개

(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2) 조선업
(3) 자동차 기계부품
(4) 철골제작
(5) 석유화학제품
(6) 고무 및 산업용
(1) 비철금속 및
플라스틱
신소재
가공·
55.84 71.79 62.74 64.61
1
제조업
(7) 의약품
(2) 의약품(백신)
(항생제·부형제·
(3) 고급의류·신발
비타민류)
(8) 농업·임업·양식업
제품가공
(9) 섬유·신발 산업 수출
원자재
2

(10) 통신장비
전자·
3.54 9.80 7.54 10.75 (11) 전자부품
(4) 의료전자공학
통신
(12) 산업용 소프트웨어

3

신재생
(13) 평화적 목적의
4.22 8.85 6.9 8.64
에너지
원자력

자료 :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업발전전략 2025, 비전 2035.

(5)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
지열, 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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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선정한 전략 산업과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비중 전망
은 <표 2-8>과 같다. 2025년까지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할 13개 전
략적 우선 산업을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육성할 우선 산
업 5개를 제시하였다. 산업 전망을 보면 베트남도 앞으로 전자산업의
성장을 가장 높게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성장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는 앞으로 기존의 기계, 석유화학, 자동
차, 경공업, 농가공 분야에서 점차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꾸
고자하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2) 베트남 2035 보고서
현재의 베트남의 산업전략에 대해 정보를 주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6년에 기획투자부가 세계은행과 함께 작성한 “베트남 2035” 보고
서의 산업 분야이다. 이 보고서는 도이모이 선언 3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베트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
의하고 있다. 2035년은 베트남 독립 60주년으로서 베트남에게는 뜻
깊은 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발전의 세 가지 핵
심 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반한 균형경제성장, 형평과 사회적
포용성의 촉진, 국가의 역량과 책무성 강화 등을 꼽았다.38) 첫째,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통하여 2035년까지 GDP 성장률 7%, 2035년 상위
중소득 국가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38) 이러한 목표를 살펴보면 이 보고서는 당시 논의가 한창이던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의 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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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혁신이 성장을 주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투자율 제고와 베트남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공투자의
비효율성과 국영기업의 저생산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며 민간의 생산
성도 개선되지 않는데 원인으로 시장경제체제의 미성숙, 토지 시장을
포함한 생산요소 시장의 정부 통제, 자원 고갈, 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 기업에게 우
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 학습과 혁신의 촉진, 도시 정책과 투자 재조
정, 환경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형평과 사회적 포용성의 강화를 위하여 아동, 여성, 농촌의
취약성 극복, 소수민족과 장애자의 제한적인 사회 및 경제 참여 기회
확대, 이러한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가족등록시스템 문제
해결, 여성평등성 강화 등이 요구되며, 2035년 이후 베트남이 당면할
고령화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연금 확대, 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접근
성 확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확충, 의료전달체계 및 보건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이를 위한 정부의 책무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았는데, 능력
주의 관료제도의 정착,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시장경제적 합리성
제고, 관료의 책무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베트남 2035” 보고서는 포괄적인 발전 전망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
으나, 보다시피 산업발전이 미래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베트남의 제
일의 우선 순위로 제시되고 있고, 이를 위한 국영기업의 개혁과 민간
기업의 역량강화가 핵심적 정책과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앞으
로 베트남의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소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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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증가함에 따라 상위 중진국 수준의 국가가 되기 위해 산업구조
의 고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및 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
본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베트남 산업의 현황과 산업정책의 역사
에 기초하여 베트남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적 특징을 알아보고 베트남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현재의 베트남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를 내려본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 산업 분야 ODA의 수요적 측면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베트남 산업의 경쟁력과 구조적 특징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제조업의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베트
남의 제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국제비교한 유엔산업개발기구(이하
UNIDO)의 자료(2014)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는 1990
년 31달러에서 2010년 176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며 베트남의 제조업
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제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측면에서 베트남
은 인도보다 높은 수준에 달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의 수준을
곧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베트남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인도
네시아 302달러, 중국 820달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39)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제조업 부가가치는 낮은 수

39) UNIDO(2014)에 따르면 2010년 현재 한국의 국민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는 4,783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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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지만 베트남의 국민 1인당 제조업 수출은 2010년 기준 551달러로
필리핀 517달러, 인도네시아 396달러, 인도 154달러보다 높은 수준이
다.40) 즉, 베트남은 산업 생산보다 수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의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베트남의 현
재 발전 단계에 비교되는 1970년대 말 한국에 비해 제조업 GDP 비중
이 매우 낮은 현상과 일치한다.
이것은 <표 2-9>에서 보다시피 베트남의 제조업 성장이 수출가공
기지로서 베트남에 투자한 해외기업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총
고정자본 중 FDI의 비중을 보면 베트남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
<표 2-9> 국민 1인당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 국제 비교
단위 : 달러

국가

제조업 생산
1990

2000

2010

싱가포르

3,895

5,941

8,198

대만

2,432

3,615

한국

1,443

말레이시아

국가

제조업 수출
2000

2005

2010

싱가포르

18,448

26,995

35,709

6,153

대만

6,503

8,069

10,825

2,876

4,783

한국

3,559

5,802

9,280

620

1,244

1,427 말레이시아

3,766

4,702

5,931

태국

348

680

1,054

태국

968

1,522

2,517

중국

100

303

820

중국

180

550

1,124

인도네시아

132

216

302

베트남

86

206

551

필리핀

251

260

296

필리핀

481

466

517

베트남

31

73

176 인도네시아

203

244

396

인도

44

63

109

캄보디아

85

167

239

캄보디아

15

46

101

인도

34

77

154

자료 : UNIDO(2014)의 Table 1과 2 통합.
주 : 생산은 부가가치 기준.
40) 한국은 9,28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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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은 편이다. 2015년 현재 25.5%인데 한국(1.4%), 대만(2.2%) 등
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FDI가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
할을 한 태국(11.0%), 인도네시아(5.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표 2-10>).
중국의 제조업 발전에 있어서도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이 큰 기여를
하였지만, 베트남과는 달리 중국은 개방 초기에는 향진 기업을 중심
으로 내재적 산업 역량이 배양되었으며, 현재에는 경쟁력 있는 민간
대기업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내수시장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수 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고 기술 수준
도 낮은 편이며, 국영기업도 저효율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해외 투자의 유치에 있어서도 2014년 현재 해외 기업과 베트남 기업
의 합작투자의 비율은 10%정도이며, 이외 대부분의 해외 투자기업은
해외 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41) 개방 초기인 1990년대 초
<표 2-10> 총고정자본 형성에서의 FDI 비중 국제 비교
단위 : %

국가
1980~1989 1990~1999 2000~2012
말레이시아
8.9
15.9
13.0

2013
14.1

2014
12.4

2015
14.3

태국

3.2

9.0

12.5

15.0

3.5

11.0

인도네시아

1.5

3.9

5.6

6.4

7.5

5.4

필리핀

3.6

6.8

6.4

4.4

11.5

8.2

베트남

16.0

31.1

17.4

22.1

21.0

25.5

중국

1.6

11.1

6.8

2.9

2.8

3.0

한국
대만

1.3
2.2

2.3
2.4

4.2
4.1

3.3
3.2

2.3
2.5

1.4
2.2

자료 : Tran(2016)의 Table 4, 원 자료는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41) Tran(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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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합작투자가 50%이상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합작투자가 감소한
것인데, 합작투자나 지분율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베트남의 적극
적인 해외 투자 유치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해외 투
자 유치 노력은 제조업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지만, 해외 투자
를 통한 기술이나 경영의 베트남 현지로의 전수에서는 제한적인 효과
를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합작투자의 수가 증가하기 위해
서는 법적인 요건의 강화보다는 베트남 기업의 역량강화와 베트남 내
의 산업 연관의 제고가 필요하다.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나 투자조건의 강화는 오히려 해외 투자의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의 산업발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비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된 현재, 베트남은 해외 투
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해외 투자를 베트남 기업의 산업 역량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2) 특히 지난 20년간 정
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의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므로, 당분간 해외 투자기업의 역할이 베트남 산업발전에 중
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임금이 상승하며 포스트차이나를
찾고 있는 해외 기업에게 베트남은 높은 교육 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 등의 장점을 가진 매력적인 투
자처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중국에서 오기
보다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주로 오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의 수출제품
은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제품과 경쟁을 하고 있으며, 베
42) Tran(2016)은 영국, 독일 등 서구 후발국, 일본, 한국, 중국 등 기타 지역의 후발국의 발전
의 역사를 보면 발전의 동인이 각각 다르고, 베트남의 성장은 이들 국가와 차이가 나며, 해
외 투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산업화라는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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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순위

국가

UNIDO

WEF

2000

2012

2012

한국

12

4

19

대만

10

5

13

싱가포르

11

6

2

중국

23

7

29

말레이시아

20

21

25

태국

24

23

38

인도네시아

40

38

50

인도

52

43

59

필리핀

38

44

65

베트남

72

54

75

캄보디아

93

90

85

자료 : UNIDO(2014)의 Table 5.

트남 수출제품 생산의 고도화와 제품의 다각화는 베트남의 산업경쟁
력을 빠르게 제고시킬 수 있다.
하지만 <표 2-11>에서 보다시피 UNIDO의 산업경쟁력 지표에 따
르면 베트남의 경쟁력은 2000년 이후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말레이
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내수시장
을 향하여 생산하는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기술도 후진적이며, 해
외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력 기업은 해외 투자기업이
나, 이들 기업과 베트남 기업과의 수직적 연관 관계를 별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43) 이는 산업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한 중국에 대비되
43) 이에 대해서는 Dinh(2013) 참조. Dinh(2013)은 5개 수출 경공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기업
과 베트남 기업의 수직적 연관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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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기업의 수출증가의 베트남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FDI를 통한 기술이전과 학습
효과도 미소하다. 또한 베트남의 산업구조도 수출가공기지에서 생산
하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과 현지에서 조립된 전자제품 등에 편중
되어 수출제품의 다각화 정도도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의
혁신과 기술역량 고도화가 지체되고 있으며, 주요 산업에 숙련된 인
력도 부족한 편이다.
나아가 제조업에 국한된 UNIDO의 국가경쟁력 순위에 비해 평가
범위가 넓은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더욱 낮은 편이다. 이는 <표
2-11>에 제시된 싱가포르와 캄보디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
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시아가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함께 세계의 공장으로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제도적 수준이나 서비
스업 등을 고려한 국가경쟁력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베트남의 경우
<표 2-9>에서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해외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 수출산업의 강점을 보여주지만 이 상응한 베
트남의 법과 제도, 사회·경제 인프라가 여전히 낙후되어 있음을 시사
한다.
2) 베트남 산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
이상에서 본 베트남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산
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영기업 부문의 지속적인 개혁과
베트남 기업의 산업 역량강화가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다. McKinsey
Global Institute(2012)는 베트남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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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4가지 정책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의 문제를 국영기업의 낮은 자본 효율성과 이를 초래한 금융
부문의 비효율적 재원의 배분,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세계경제 위
기 등 외부적 환경에 민감한 수출산업에의 과도한 의존, 국내 기업의
저 생산성 문제, 앞으로 다가올 인구 동태의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의
제약 등으로 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의 확보이다. 이는 이 보고서가 작
성된 2010년대 초 세계경제 위기와 함께 베트남이 거시경제적으로 불
안정하였기 때문인 것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국의 경험에서도 보다시피 성장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필수
조건이다.
둘째로 생산성 향상과 성장 동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는 전략적 우위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 교육
과 훈련 강화, 교육과 훈련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산업발전을 위한 사회 및 경제 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함
을 의미한다.
셋째로 이러한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적 인프라의 확보와 함께 생
산성과 성장률 제고를 위하여 전략 산업을 타깃으로 한 구체적인 맞
춤형 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해당 산업에서 베트남 기
업의 산업 역량이 강화되면 이것이 이들 산업에의 해외 자본 유입으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베트남의 지리적
매력, 비용, 숙련도, 투자 위험, 인프라, 관련 지원 산업의 성숙도 등을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였는데 숙련도, 인프라, 지원 산업의 성숙
도 등에서 인도,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비해 베트남이 뒤처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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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하고 있다.44) 따라서 베트남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
한 산업의 질과 생산성 향상, 이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베트
남 기업의 입지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제조업이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점차 활동을 이전하고,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전력 수
요에 대한 공급 확충 등 낙후된 에너지 분야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적하면서, 정부 조직의 개혁과 특
히 정책전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국영기업의 투
자 효율화, FDI 유치, 민관 협력 등에서 정책집행의 효율화와 정책전
달 조직의 정비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보았다.
3) 베트남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의 경쟁력이 유지되어 성장으로 인한 비용우위의 소멸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의 등장, 기존 산업의 생
산성 제고와 효율성 향상, 해외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이에 대응한
베트남 국내 기업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는 국가산업전략, 전략 산업의 선정, 전략 산업에 대
한 개별 지원 시책, 지역별 전략 산업의 선정, 수출가공지역 및 특별경
제지역의 선정 등을 통하여 산업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또한 산
업정책의 집행도 기업법 개정 등 시장 지향적 법과 제도의 개혁, 금융

44) MGI(2012)의 Exhibit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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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제 지원, 연구 개발 지원, 인력 양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략적 우선 산업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시
생산 입지를 제공하고,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협회에 대한 지원, 브랜
드 개발 지원 등의 시책이 있으며, 기술이전이나 도입에 대해서는 세
제나 금융 지원을 넘어서 보조금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45)
하지만 베트남의 산업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한 Kim and Nguyen
(2011), Ahn 외(2014), Ohno(2016) 등의 연구를 종합하면, 베트남의
산업정책은 전략이나 전망 수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행력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국가 전략이나 전망에서 산업발전이 중시되는 데 비해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 부재하다. 특히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무
역, 산업, 거시, 규제 등 정책의 상호 일관적인 집행이 필요하나 이러
한 경제정책 간의 공조가 부족하다. 둘째, 국가 전략 산업의 선정도 협
회와 정부가 산업전략연구소 등 산하 정책연구소의 자문을 통하여 선
정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과 논거가 불명확하고, 전략 산업 내의 구체
적인 제품 라인에 대한 검토도 미흡하다. 셋째, 이에 따라 전략 산업
의 수가 너무 많고, 이에 따라 정책 지원이나 투자도 분산되어 정책의
집중력과 효과성이 떨어진다. 넷째, 이에 따라 부문별 정책을 집행하
기 위해 법규에서 세제, 투자 유치, 시장 보호 등 일반적인 정책 도구
를 나열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잘 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다섯째, 집
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함께 이를 실제로 집행할 담
당부처의 선정과 각 담당부처의 세부적 예산계획과 집행계획이 따라

45) Ahn 외(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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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나 이것이 부재하다. 여섯째, 이에 따라 비전이나 전략에 부응
한 실행지침도 부실하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부재하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힘들며, 이 결과
베트남의 국영기업 문제, 취약한 내수 기업, 해외 투자기업이 중심
이 된 수출가공 산업과 베트남 기업의 가치사슬상의 취약한 연관 관
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에 대한 산
업 ODA는 어느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
는 베트남 산업발전을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
합하여 정리하고, 이것이 산업 ODA 방향 설정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
본다.

4. 원조 일치를 위한 한국의 산업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해외 투자에 힘입어 이제 중소
득 국가군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1인당 국민 소득에 비해 현재의 베
트남의 산업발전 수준과 산업구조 변화 속도는 베트남이 상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우려를 줄 수 있다고 평가
된다. 그렇다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은 무엇을 해야 하는
가? 베트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
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 3가
지 측면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로 산업 다각화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과 민간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력적으로 바뀌어
야 하며 베트남 민간 중소기업의 활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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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산업에 걸맞은 숙련과 교육,
훈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의 성장과 함께 상승하는 임금
과 소득 수준 이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
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로는 베트남의 성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 농촌과 도시의 불평등, 환경오염, 도시 인프라
부족, 정치와 행정의 문제 등을 해결하여 사회 및 정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경제적 유인 구조의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 셋째로 세계경
제의 부침에 따른 거시경제적 불안정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
과 대외 충격에 대한 경제의 강건성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산업 분야에서는 베트남의 산업 다각화와 고도
화가 베트남이 상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베트남에 유입되는 FDI의 유형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당분간 베트남의 산업 범위의 다각화를 주도하는
것은 해외 기업의 투자일 것이므로 베트남에 유입되는 해외 투자가
고도화되는 것이 베트남 산업의 고도화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이러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비즈니
스 환경의 개선과 비즈니스 인프라의 개선이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
의 고도화에 상응한 베트남 기업의 역량 배양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
여 해외 투자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산업 연관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는 베트남 현지기
업의 역량이 강화되어 해외 투자기업이 현지에서 필요한 원자재나 생
산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게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수
출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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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산업의 발전과 함께 수출 가공 산업의 점진적인 현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베트남 산업 인력의 형성과 훈련, 베트남 기업의 연
구개발 투자, 경영 능력이 향상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FDI의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의 형성과 이를 통한
베트남 기업의 역량강화와 가치사슬상의 이동과 더불어 이러한 산업
활동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의 기
초가 되는 산업 인프라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여전히 미흡한 도로,
교통, 수자원, 전력 분야의 산업투자가 요구되며, 고급 인력 양성기관
의 내실화, 대학과 산업의 협력 강화, 실질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교육과 직업훈련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산업 ODA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추
진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의 산업 ODA가 원조 일치성을 통하여 효
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기업의 수출산업과의 산업 연관
관계 강화를 제한하는 제약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의 산
업발전이라는 ODA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
라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도 가지
고 온다.
둘째, 무엇보다도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측면
에서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이를 위한 베트남의 관련 중소기업
의 생산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분야에 ODA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다. 즉, ODA의 기능적 유형은 인력, 기술, 자금 등으로 다양할 수 있
으나 ODA의 대상은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베트남의 제조 중소기업이
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산업 ODA 규모가 베트남 산업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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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에 비해 적기 때문에 ODA 추진에 있어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현재 부실한 베트남의 지역 산업정책
수립, 특정 기술이나 직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인력
양성, 경우에 따라서는 베트남 기업의 대외 거래 활성화 지원 등 구체
적인 지원사업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기회 확대와 참여
방식의 고도화 등에 필요한 ODA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
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산업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기업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필요
한 경우 이들 기업을 ODA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 형
태의 사업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렇게 볼 때 산업 ODA에 있어서 유망한 분야는 베트남 기
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회 확대를 지향한 사업, 베트남이 필요
로 하는 지역전략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 지원 분
야, FDI와 연계된 베트남 중소기업의 생산 역량을 제고하는 중소기업
육성 분야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며, 한국의 현지기업은
베트남의 우호적인 생산여건하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지 방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의 정책 담당자나 기업가들
은 한국 투자기업이 베트남의 산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현지의
값싼 노동력 등 비용우위만을 이용하고 있고, FDI의 이득을 해외 투
자기업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
업 ODA를 통하여 한국이 베트남의 장기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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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46) 이미 일본
은 오래 전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일본 기업과 연계된 산
업 ODA를 직업훈련, 생산 관리, 인력 양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ODA 방식에 대해 일본의 국익만을
위한다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평가도 있으나, 적어도 한국과의 경제협
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한국은 FDI 연계 산업 ODA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육성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
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원 산업 육성을 통하여 역내
산업의 수직적 연관의 확대와 베트남 기업의 역량 고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위축된 해외 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합작투자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이미 베트
남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략에서 선정한 전략적 우선 산업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47)

46) 본 연구진은 2017년 6월 하노이 출장을 통하여 하노이의 베트남과 한국의 정책당국, 정책연
구자, 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방문 조사하였다.
47) 베트남 정부는 2010년 이후 Prime Ministers’ Decision No 12/2011/QD-TTg(지원 산업 육
성정책), 재무부의 시행규칙 No 06/2011/TT-BTC(지원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정책), Prime
Minister’s Decision No 1483/QD-TTg(2020년까지의 지원 산업 육성을 위한 우선 업종과 마
스터 플랜), Prime Minister’s Decision No. 1556/QD-TTg(지원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육성 정
책) 등 다수의 지원 산업 육성정책이 공표하였다.

제3장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현황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산업 ODA 수원 현황을 알아본다. 현재 베
트남 산업 분야 ODA가 어느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주
요 선진 공여국인 일본, 미국, 독일, 호주 등의 산업 분야 ODA 정책
과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베트남에 대한 산업 분야 ODA의 특징을 파
악해 본다.
한국이 원조 조화(harmonization)를 위해서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
력 수행 상황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경쟁력을 갖는 ODA 부문을 선
정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동시에 선진 공여국의 ODA 목적 및 집행
방식 등에서 얻는 교훈을 가지고 개선 기회를 확보하여 한국의 베
트남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산업 분야 ODA 정책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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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의 산업 ODA 수원 동향
(1) 베트남의 전체 ODA 동향
베트남은 하위 중소득 국가군에 속하며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전
체 수원국 중 7번째로 많은 수원을 받은 국가이다. 2010년 이후 수원
액만 고려했을 때는 <표 3-1>에서도 보듯이 수원국 중 3위로 2010년
에서 2015년 사이 총 227억 3,600만 달러의 수원을 받았다.
<그림 3-1>과 같이 대베트남 전체 ODA는 2000년에서 2015년 사
이 총 2만 4,766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기간 약 564억
달러가 약정되었고 지출액은 약 386억 달러였다. 2000년대 이후 공여
국들의 대베트남 ODA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약정액의 경
<표 3-1> 전 세계 ODA 수원 규모 순위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02~2015년 합계

순위

2010~2015년 합계

순위

이라크

71,764

1

9,285

11

아프가니스탄

56,614

2

32,118

1

인도

51,041

3

25,761

2

에티오피아

42,517

4

19,838

6

콩고민주공화국

40,740

5

20,403

5

파키스탄

39,964

6

21,024

4

베트남

38,650

7

22,736

3

나이지리아

38,132

8

13,117

8

탄자니아

37,153

9

16,151

7

인도네시아

31,790

10

12,778

9

자료 : OECD DAC, Online DB 총지출액 기준(검색일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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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베트남의 ODA 수원 동향

약정액(백만 달러)

지출액(백만 달러)

프로젝트 건수(우측)

자료 : OECD DAC, Online DB 총지출액 기준(검색일 2017. 8. 10).

우 2013년, 프로젝트 건수와 지출액의 경우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
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표 3-2>의 국가별 대베트남 ODA 규모를 살펴보면, OECD DAC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이하 OECD DAC) 국가 중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약 125억 달러를 지원하
고 있다. 이는 OECD DAC 국가 전체의 대베트남 공여액의 약 52%를
차지한다. 또한 최근 5년만 고려했을 때에는 68억 달러를 지원하여
58%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2위 공
여국은 한국으로 약 10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그 비중은 8.6%로 나
타났다. 전체 기간 중 한국의 공여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인데 비
해 최근 5년의 비중이 8.6%임을 미루어 보건대 한국의 대베트남 ODA
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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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요 공여국의 대베트남 ODA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2002~2015년
합계

순위

일본

12,552

한국

2011~2015년
비중

합계

순위

1

51.9

6,809

1

58.2

1,328

4

5.5

1,010

2

8.6

프랑스

2,287

2

9.5

973

3

8.3

독일

1,455

3

6.0

654

4

5.6

호주

1,172

5

4.8

528

5

4.5

미국

1,044

6

4.3

519

6

4.4

영국

873

7

3.6

199

7

1.7

덴마크

576

8

2.4

191

8

1.6

24,170

-

100

11,703

-

100

OECD DAC 합계

비중

자료 : OECD DAC, Online DB 총지출액 기준(검색일 2017. 8. 10).

대베트남 ODA는 감소하는 추세로 주요 공여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의 최근 공여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의 베트남의 분야별 ODA 수원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 인
프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 인프라, 다부문,
생산 분야 순이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대베트남 ODA 분야별 평
균 지원 현황은 경제 인프라가 48.2%, 사회 인프라가 28.5%로 76.7%
가 이 두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는 OECD
DAC 전체 공여국의 지원 부문 구성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높은 수치
이다. OECD DAC 전체 공여국의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5년 평균
수치를 보면, 경제 인프라 부문은 16.8%, 사회 인프라 부문은 38%로
베트남의 수원 구성비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경
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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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분야별 베트남 ODA 수원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분야
사회 인프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5
평균

1,248.7 1,041.8 1,161.4 1,133.7 1,035.4 1,124.2

비중
28.5

교육

253.8

206.5

266.7

248.9

222.2

239.6

6.1

보건

162.0

185.1

201.5

159.1

162.9

174.1

4.4

인구

125.5

92.4

97.0

69.8

59.2

88.8

2.3

수자원

254.0

317.7

397.3

389.8

388.6

349.5

8.9

정부 및 시민사회

403.3

215.0

170.8

210.0

168.6

233.5

5.9

50.1

25.3

28.1

56.0

33.9

38.7

1.0

1,241.8 1,880.6 2,020.8 2,352.9 2,000.7 1,899.4

48.2

727.4 1,081.1 1,329.9 1,451.4 1,326.7 1,183.3

30.0

기타
경제 인프라
교통
통신

29.5

28.6

14.6

30.1

5.5

21.7

0.5

에너지

309.6

712.9

435.6

655.4

570.2

536.7

13.6

금융

164.3

40.7

98.2

159.7

77.0

108.0

2.7

기타

11.0

17.4

142.5

56.3

21.2

49.7

1.3

생산 분야

438.3

302.7

276.1

250.3

236.3

300.7

7.6

농림수산

215.6

207.4

200.2

181.2

173.5

195.6

5.0

공업, 광업, 건설

171.2

80.6

54.3

35.5

42.5

76.8

1.9

무역

48.4

10.9

15.3

27.5

16.1

23.7

0.6

관광

3.1

3.8

6.2

6.0

4.1

4.6

0.1

370.0

464.2

456.5

438.1

533.5

452.5

11.5

57.8

82.5

153.3

173.1

18.8

97.1

2.5

0.4

18.5

0.1

0.1

0.0

3.8

0.1

인도적지원

43.3

44.5

61.1

16.8

21.1

37.4

0.9

미분류

15.9

12.8

9.6

22.3

40.6

20.2

0.5

다부문
물자지원
채무관련지원

총계

3,422.9 3,856.3 4,146.7 4,395.2 3,893.9 3,943.0 100.0

자료 : OECD DAC, Online DB 총지출액 기준(검색일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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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인프라 부문은 10% 정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황은 베트남의 국
민소득 증대를 통한 상위 중소득 국가로의 진입이라는 목표와 부합
하며, 경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23%는 다
부문 11.5%, 생산 분야 7.6%, 물자 지원 2.5%, 인도적 지원 1% 등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 분야 경우 지원의 65%가 농림수산 부문에
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업·광업·건설 분야에는 25% 정도 지원되고
있다.

(2) 베트남의 산업 ODA 현황
베트남의 산업 분야 ODA에는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총 6,198
백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평균 지출액은 442백만 달러였으며, 베
트남 전체 ODA의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 정도였다.
<그림 3-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지출액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이
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비중의 경우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2012
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48)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산업 프로젝트 건수는 총 3,621건으로 2002
년 76건이던 프로젝트 건수가 2011년에는 393건에 달해 5배 이상 증

48) 산업 분야 ODA에는 <표 3-3>에서 음영으로 표기한 통신(220), 에너지(230), 공업·광업·건설
(320), 무역(331), 관광(332) 등이 포함되며, 임소영 외(2009)의 산업 분야 ODA 분류 기준을
준용하였다. 하지만 인력 양성, 기업 환경개선, 산업정책 역량 개선 등은 본 연구의 산업 분
야 ODA로 분류된 항목 외에 교육, 행정 분야에도 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본 연구의 산업 분야 ODA 분류는 모든 산업 분야 ODA를 고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OECD DAC 원조 통계의 분류를 넘어서서 타 분류의 모든 사업을 저자의 판
단대로 분류하여 재분류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으며, 국가 간 비교도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산업 분야 ODA 분류 기준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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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베트남의 산업 분야 ODA 수원 추이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4).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당 지출액의 경우 2011년까지 200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이후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림 3-3> 베트남의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건수 추이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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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서 2005년의 프로젝트당 평균 지출액은 151만 달러였으나,
2013년에서 2015년의 평균 지출액은 216만 달러로 40% 정도 증가하
였다(<그림 3-3>).
<표 3-4>에서 전체 산업 분야 프로젝트 총 3,621건을 부문별로 살
펴보면, 동 기간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된 부문은 공업·광업·건
설 부문으로 총 1,301건(35.9%)이 실시되었으며, 프로젝트당 평균 지
출액은 71만 달러였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919건(25.5%)
의 프로젝트가 실시되었으며, 평균 지출액은 511만 달러였다. 이 두
<표 3-4> 2002~2015년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단위 : 건, 만 달러

통신

에너지 공업·광업·건설

무역

관광

합계

2002

12

29

17

17

1

76

2003

19

40

48

14

4

125

2004

17

40

60

19

4

140

2005

16

72

72

23

6

189

2006

22

62

43

43

7

177

2007

44

68

94

41

9

256

2008

50

65

137

68

11

331

2009

70

61

122

59

12

324

2010

56

74

132

72

17

351

2011

122

72

134

52

13

393

2012

80

78

131

65

18

372

2013

52

92

108

56

22

330

2014

32

86

103

50

20

291

2015

22

80

100

50

14

266

합계

614

919

1,301

629

158

3,621

건당 지출액

51

511

71

33

29

171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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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프로젝트 건수 비중은 2002년의 약 60%(46건)에서 2015년 약
67%(180건)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타 부문들에 비해 프로젝트당 지
출액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볼 때, 베트남 산업 분야 ODA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 부문의 경우 2011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11년 122건의 정점 이후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무역 부문은 2009년까지 프로젝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
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프로젝트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적은 158건의 프
로젝트가 실시된 관광 부문의 경우 프로젝트당 지출액 또한 29만 달
러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최근 들어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산업 분야 ODA 지출은 2억 2,800만 달러
에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6억 4,000만 달러로 10년간 약 2.8배 증
가하였다. <표 3-5>의 산업 분야 하위 부문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공업·광업·건설 부문의 비중은 26.51%에서 6.9%로 크게 감소하였으
<표 3-5> 베트남 산업 분야 ODA 부문별 지출액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부문

2003~2005 평균
지출액

2013~2015 평균

비중

지출액

비중

통신

12.19

5.33

16.75

2.62

에너지

143.64

62.80

553.73

86.56

공업·광업·건설

60.64

26.51

44.13

6.90

무역

10.05

4.39

19.65

3.07

관광

2.19

0.96

5.43

0.85

총계

228.71

100.00

639.69

100.00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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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출액도 1,600만 달러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통신 부문의 비중
은 5.33%에서 2.62%로 절반 수준이 되었고, 무역 부문은 4.39%에서
3.07%, 관광 부문은 0.96%에서 0.85%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지출액
은 다소 증가하였다. 반면, 에너지 부문은 62.8%에서 86.56%로 비중
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1억 4,300만 달러에서 5억 5,400만 달
러로 4배 정도 증가하였다.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베트남의 산업 분야 ODA에 지출된 61억
9,800만 달러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자간 협력이 26억 5,800만 달러로
43%, 양자 간 협력이 35억 4천만 달러로 57%를 차지하였다.
다자간 협력은 전체 지출액의 약 89%가 세계은행그룹(WBG)에 의
해 이루어졌고, 나머지 약 11%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EU에 의
해 이루어졌다. 세계은행그룹(WBG)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부
문별 구성을 보면 에너지 부문이 1,990백만 달러로 약 80%를 차지했
으며, 공업·광업·건설 부문이 360백만 달러로 약 15%, 그 다음으로 무
역, 관광, 통신 순이었다.
OECD DAC 국가들에 의해 실시된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규모를
살펴보면(<표 3-6>),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 2002년에서 2015년 사
이 총 2,645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OECD DAC 국가 전
체 공여액의 약 75%를 차지한다. 산업 분야의 하위 5개 부문별 공여
액의 순위에서도 관광 부문(3위)을 제외한 4개 부문에서 압도적인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이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에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에너지 부문으로 공여액의 79% 이
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공업·광업·건설 부문 10.7%, 통신 부
문 8.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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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2002~2015년 공여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지원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전체

공여액
2,645.4
일본
74.7
246.4
프랑스
6.9
194.9
독일
5.5
85.6
미국
2.4
72.3
한국
2.0
55.8
덴마크
1.6
41.3
영국
1.2
39.4
스위스
1.1
25.6
핀란드
0.7
20.9
호주
0.6
19.2
캐나다
0.5
18.8
노르웨이
0.5
17.6
스페인
0.5
17.6
스웨덴
0.5
11.0
벨기에
0.3
9.0
룩셈부르크
0.3
OECD DAC 3,540.5
전체
100

통신

순위 공여액
217.4
1
8.2
5.8
2
2.3
0.0
3
0.0
2.4
4
2.9
40.4
5
55.9
5.7
6
10.2
0.1
7
0.3
0.0
8
0.0
11.6
9
45.5
1.7
10
8.4
0.8
11
4.3
0.9
12
4.6
11.6
13
65.5
0.9
14
5.1
0.8
15
6.9
0.0
16
0.0
304.1
8.6

에너지
순위 공여액
2,094.2
1
79.2
192.2
5
78.0
171.5
16
88.0
37.3
8
43.6
6.3
2
8.7
9.5
6
17.0
0.2
14
0.5
5.0
18
12.8
8.7
3
34.1
5.2
9
24.9
0.2
12
0.9
5.5
11
29.0
2.8
4
16.0
10.7
10
60.5
3.3
13
30.5
0.1
19
1.4
2,555.9
72.2

순위
1
2
3
4
8
6
16
11
7
10
18
9
13
5
12
19
-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공업·광업·
무역
관광
에너지
공여액 순위 공여액 순위 공여액 순위
282.0
49.8
1.9
1
1
3
10.7
1.9
0.1
46.7
1.3
0.4
2
9
4
19.0
0.5
0.2
22.4
0.9
0.0
6
13
19
11.5
0.5
0.0
0.5
45.4
0.0
19
2
12
0.5
53.1
0.0
23.5
2.1
0.1
5
8
7
32.5
2.8
0.1
36.0
4.6
0.0
4
5
14
64.6
8.2
0.0
36.8
4.2
0.0
3
6
15
89.1
10.1
0.0
14.8
19.5
0.0
8
3
13
37.6
49.6
0.0
4.0
1.2
0.0
13
10
16
15.6
4.9
0.0
2.1
11.9
0.0
15
4
11
10.0
56.7
0.0
16.0
2.1
0.1
7
7
6
83.3
10.8
0.6
12.4
0.1
0.0
9
18
21
65.8
0.5
0.0
0.5
0.2
2.6
18
15
2
2.9
0.9
14.7
5.0
1.1
0.0
12
11
17
28.3
6.1
0.0
5.9
1.0
0.0
10
12
18
53.9
8.7
0.0
0.0
0.3
8.6
22
14
1
0.0
2.8
95.8
520.7
145.8
13.9
14.7
4.1
0.4

102

베트남 산업발전전략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정책 방향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규모 2위 공여국은 프랑스로 총 2억 4,600
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OECD DAC 전체 국가의 공여액의
6.9%이다. 프랑스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의 부문별 구성을 보면,
일본과 유사하게 에너지 부문이 78%, 공업·광업·건설 부문 19%, 통신
부문 2.2%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 독일이 3위 공여국으로 1억 9,5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독일의 경우 산업 분야 중 에너지 부문에 극단적
으로 집중된 모습을 보였으며, 그 비중은 88%였다. 4위 공여국인 미국
의 경우 OECD DAC 국가들의 총공여액의 2.4% 수준에 그치는 지원
을 하고 있으며, 지원 부문 구성비가 앞선 일본, 프랑스, 독일과 차이
가 있었다. 미국의 공여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무역 부문
으로 53.1%를 차지했으며, 에너지 부문은 43.6%였다. 한국은 5위 공
여국으로 OECD DAC 국가들의 총공여액의 2.0%를 차지했으며, 가장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통신 부문으로 한국의 대베트
남 산업 분야 ODA 총공여액의 55.9%를 차지하였다.
<표 3-6>을 통해 공여국별로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지원에 있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핀란드, 스

<표 3-7> 주요 공여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집중 지원 부문
부문
통신
에너지
공업·광업·건설

원조 공여국
한국, 핀란드, 스페인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무역

미국, 스위스, 호주

관광

룩셈부르크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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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은 통신 부문,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에너지 부문, 덴마크,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는 공업·광업·건설 부문, 미국, 스위스, 호주는
무역 부문, 룩셈부르크는 관광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를 정리하면 <표 3-7>과 같다.

2. 주요 선진 공여국의 산업 ODA
(1) 일본
1) JICA의 베트남 지원전략
공적개발원조(ODA) 세계 5대 공여국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공여
국으로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UN이 새롭게 발표한 지속
가능개발목표(SDGs)에 발맞추어 개발협력헌장을 새롭게 제정하여
일본 정부의 개발원조의 철학과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개발협력헌장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우선 과제 세 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 첫째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빈곤 퇴치가 가능한
질적인 성장, 두 번째는 보편적 가치의 공유 및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구축, 세 번째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통한 지속적이
고 탄력적인 국제공동체 구축이다. 또한 개발협력헌장에서는 일본의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기본으로 한 일본
과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방 정
부, 대학교 및 연구소,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신흥 공여국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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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체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ODA 사업 주무기관인 국제협력기구(이하 JICA)는 지역별
핵심지원전략을 설정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포함된 동남아시아 지역
의 경우 핵심 전략으로 질적인 성장,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구축, 글로
벌 이슈 해결 등을 선정하고 있다.49)
첫째, 질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인 인프라의 구축을 추진
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사용하기 쉽고, 내구성이 높으며, 환경 친화 및 재
난에 강하며,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성이 높은 질적인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아세안 국가 간의 연결성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기술 개
선,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삶
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질적인 인프라 구축 자금은 민관 협
력을 포함한 JICA의 포괄적인 접근으로 조달한다. 또한 산업 인적자
원 개발, 여성인력 강화 등 인적자원 개발 측면의 다양한 지원도 실시
한다.
둘째,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JICA는 거버넌스를 강화
하고 민주화 촉진을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지원,
베트남의 인신매매 예방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지역
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 체계 수립 지원과 해상보안 강화 등
을 지원한다.
셋째, 글로벌 이슈 해결의 측면에서 보건, 재난 대응 등의 문제에 적
극적으로 기여한다. 보건 부문 개발협력으로는 아세안-일본 보건 이

49) JICA(2016), JICA 2016 Annual Report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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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셔티브가 있으며, 재난위험감소 부문은 제3회 UN 세계 재난위험감
소 회의에서 논의된 ‘센다이 재난위험감소 이니셔티브’가 있다. 이는
조기경보시스템, 준비 단계의 기후변화 관리, 대응 단계의 인도적 지
원과 지역사회지원 강화, 복구 단계의 개선 촉진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대상 국가인 베트남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산업화 목표
가 담긴 국가발전전략에 맞추어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발과 같은 부
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에 JICA는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 강
화, 경제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 좋은 지배 구조 등을 강조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개발, 국영기업과 은행개혁, 교육 및
직업훈련, 도시 환경개선, 기후변화 대응, 고부가가치 농업 촉진, 보
건시스템 구축, 사법 및 행정 기능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50)
2) 일본의 산업 분야 ODA 현황
일본의 전체 ODA에서 산업 분야 ODA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등락을 보이기는 하나, 증가 추
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4.5%였던 산업 분야 ODA의 비중은
2012년 약 20%까지 증가하였고, 2015년을 기준으로 18.6%를 차지하
고 있다(<그림 3-4>).
일본의 산업 분야 ODA 총지출액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6억
7,600만 달러 수준에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19억 1,400만 달러

50) JICA(2016), JICA 2016 Annual Report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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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일본의 산업 분야 ODA 추이
(백만 달러)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수준으로 10년간 3배 정도 증가하였다. 두 기간의 부문별 변화를 보
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에너지 부문과 공업·광업·건설 부문
의 비중이 약 80%, 통신 부문과 무역 부문이 약 20%이었다. 2013년에
서 2015년 사이에는 에너지 부문과 공업·광업·건설 부문의 비중이 약
90%로 10% 이상 증가하고, 통신 부문과 무역 부문이 약 8%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신 부문의 경우 비중뿐만 아니라 지출액
수준이 약 1,400만 달러 감소하였다. 관광 부문의 경우 차지하는 비
중은 작으나, 지출액이 8배, 비중이 3배 정도 증가하였다(<표 3-8>).
일본은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산업 분야에 총 1만 9,496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부문별로 통신 부문 3,666건, 에너지 부문
3,468건, 공업·광업·건설 부문 7,364건, 무역 부문 3,024건, 관광 부문
1,974건 등이었다. <표 3-9>는 일본의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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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일본의 산업 분야 ODA 부문별 지출액 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부문

2003~2005 평균
지출액

비중

2013~2015 평균
지출액

비중

통신

82.1

12.1

68.1

3.6

에너지

399.1

59.0

1,208.7

63.2

공업·광업·건설

134.6

19.9

509.5

26.6

무역

54.1

8.0

77.5

4.0

관광

6.4

0.9

49.9

2.6

676.4

100.0

1,913.7

100.0

산업 분야 총계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1).

문별 대표 프로젝트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 부문의 프로젝트는 주로 통신망 개발과 방송 인프라 구축이
주를 이루었다. 통신망 개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방글라데시의
‘통신 네트워크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200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방글라데시’라는 선전 구호의 실현을 위해, 주요
도시와 주변 도시에 광대역 브로드밴드를 설치하여 유무선 네트워크
의 연결성을 향상시켜 경제와 민간 부문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국가백본망 구축, 광대역 장비 구축과
같은 장비 공급과 건설, 기술 및 기관 자문 등이 포함된다. 방송 인프
라 구축 프로젝트로는 중국의 ‘방송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닝샤후이족 자치구의 방송 인프라 최신화와 인력 교육을
통해 양질의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4년 3월에 시작되어 2013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방송국 건축,
방송 장비조달, 교육훈련, 컨설팅 등이 이루어졌다.

108

베트남 산업발전전략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정책 방향

<표 3-9> 2002~2015년 일본의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단위 : 백만 달러

부문

국가
방글라데시

에너지

방송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23.24 2012

아프가니스탄 TV 방송장비 개선 프로젝트

15.17 2003

튀니지

국영방송국 프로젝트

13.01 2009

미얀마

통신 네트워크 개선 프로젝트

11.59 2013

인도네시아

탄중프리오크 가스 화력발전소
확장 프로젝트

224.74 2010

인도네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젝트

224.47 2006

전력부문 개혁지원 프로그램

195.37 2015

딕슨 항 전력발전소 재건 프로젝트

179.29 2007

1,000MW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175.90 2002

아프리카

6번째 민간부문지원 대출 프로젝트

287.66 2015

아프리카

6번째 민간부문지원 대출 프로젝트

257.86 2014

원유수출설비 재건축 프로젝트

209.73 2013

인도

미소,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126.58 2011

미얀마

띨라와(Thilawa) 지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40.66 2015

무역촉진 프로젝트

10.93 2004

앙골라

인도

이라크

중국

화물처리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가단일창구 및 세관 현대화 프로젝트

8.25 2015

인도네시아

무역촉진 프로젝트

5.47 2004

필리핀

무역촉진 프로젝트

3.65 2004

인도

무역촉진 프로젝트

3.65 2004

미얀마
무역

이집트
관광

연도

23.51 2015

말레이시아

공업
광업
건설

금액

통신 네트워크 개발 프로젝트

중국
통신

프로젝트 명

이집트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

53.57 2012

스리랑카

관광자원 개선 프로젝트

4.99 2013

요르단

관광분야 개발 프로젝트

2.48 2009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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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의 경우 다수의 발전소 건설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로 가스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
었으며 ‘탄중프리오크(Tanjungpriok) 가스 화력발전소 확장 프로젝
트’, ‘수마트라-자바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무아라타와르(Muara
Tawar) 가스 화력발전소 확장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아프리카
지역 앙골라의 ‘전력 부문 개혁지원 프로그램’은 포괄적인 에너지 부
문 프로젝트이다.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앙골
라는 사하라 이남 지역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이며, 정부는 산업 다각화
와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
력공급 수준이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전기보급
률 또한 30% 수준으로 대단히 낮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한 부적절한 요금 체계, 요금 징수, 송·배전 손실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력 부문을 국가발전계획의 우선 순위로 선정하였으며, ‘국가 에너
지 전력 보안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프레임 내에서 에너지 부문
의 구조개혁, 민관 협력 도입, 발전소 개발 등을 위해 차관을 도입하
였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전력보급률 60% 달성, 전력생산량
8,742MWatt(현재 2,120MWatt)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업·광업·건설 부문의 경우 중소기업 금융 지원 프로젝트가 압도
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중
소기업 관련 금융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로
는 이라크의 ‘원유수출설비 재건 프로젝트’가 있다. 2013년에 완료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라크 남부에 있는 파소와 바스라 지역에 있
는 원유수출터미널의 원유저장시설을 연결하여 이라크의 원유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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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보급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
에는 건물, 도로, 설비, 설계, 조달. 시험, 교육, 운영 등이 포함된다.
3) 일본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현황
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은 대베트남 전체 ODA 최대 공여
국이며, 산업 분야 ODA에 있어서도 최대 공여국이다. 일본은 OECD
DAC 국가들이 베트남의 산업 분야 ODA에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지출한 총금액의 75%인 26억 4,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전체 ODA에서 산업 분야 ODA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 산업 분야 ODA의 비중은 불과 0.6%였으나 이후 급
격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32.5%를 차지하였다. 2009년의 경우 글로
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급락하였다가, 이후 2012년에 35%까지 증가한
<그림 3-5> 일본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추이
(백만 달러)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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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최근에는 21%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5>). 이는 <그림 3-4>
와는 다소 추이의 차이를 보이며, 2010년 이후 평균 비중을 비교해 보
면, 각각 15.7%, 22.7%로 일본은 타 수원국에 비해 베트남에 대해 산
업 분야 ODA에 집중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총지출액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7,000만 달러 수준에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2억 7,200만 달
러 수준으로 10년간 4배 정도 증가하였다. 두 기간의 부문별 변화를
보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에너지 부문의 비중이 69.6%, 공
업·광업·건설 부문이 19.4%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에는 에너지 부문은 88.8%로 증가한 반면 공업·광업·건설 부문의 비
중은 3.5%로 약 16%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경
우 지출액이 4,900만 달러에서 2억 4,2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
며, 이는 현재 일본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는 에너지 부문에 집중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통신 부문의 경우 지출액은 2배 수준으로 증가
<표 3-10> 일본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지출액 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부문

2003~2005 평균
지출액

2013~2015 평균

비중

지출액

비중

통신

5.8

8.2

11.4

4.2

에너지

49.1

69.6

241.9

88.8

공업·광업·건설

13.7

19.4

9.6

3.5

무역

1.8

2.6

9.4

3.4

관광

0.1

0.1

0.2

0.1

산업 분야 총계

70.5

100.0

272.5

100.0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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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무역 부문의 경우 지출
액이 4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3-10>).
일본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는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총 700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부문별로 통신 124건, 에너
지 170건, 공업·광업·건설 271건, 무역 97건, 관광 38건 등이었다. <표
3-11>은 일본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의 부문별 대표 프
로젝트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 부문의 경우 TV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다
음으로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많았다. 일본의 대베트남 통
신 부문 프로젝트는 TV 센터와 같은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에 집중
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베트남이 추진해온 디지털 방송의 전환과정
에서의 기술표준화 전략과 잘 맞물려 있다.
에너지 부문의 대표 프로젝트는 ‘타이빈(Thai Binh) 발전소 및 송
전설비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600MW급 화력 발전소의 건설과 이 지역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 요구되는 북부 베트남의 발전소와 전력망을 연결하기 위한
220kV 송전선로 및 변전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9년 11
월 차관협정을 맺은 후 현재까지 4번의 차관대출이 이루어졌고, 2018
년 4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관 받은 자금은 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소 건설을 위한 자재 및 장비 조달, 입찰 지원 및 건설 감독과 같
은 컨설팅 비용, 인접한 발전소와 공유 시설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
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베트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경제
성장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다른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응이손(Nghi Son) 화력발전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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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2002~2015년 일본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단위 : 백만 달러

부문
통신

프로젝트 명

금액

연도

베트남 TV센터 프로젝트

46.83

2008

통신네트워크 개선 프로젝트

19.81

2009

4.94

2004

109.83

2015

Nghi Son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Ⅰ

86.85

2011

Dai Ninh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Ⅲ

56.98

2007

69.43

2010

2.35

2013

17.35

2014

무역촉진 프로젝트

3.65

2004

Haiphong Port 세관기능 강화 프로젝트

2.72

2010

관광 정책 및 관리자, 운영 프로젝트

0.19

2003

해안지역 통신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Thai Binh 화력발전소 및 송전설비
프로젝트 - Ⅱ
에너지

중소기업 금융 지원 프로젝트 - Ⅲ
공업·광업·건설 Hoa Lac 하이테크 파크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세관 현대화를 위한 E-세관 및 국가단일
창구 프로젝트
무역

관광

자료 : OECD CRS Database (검색일 2017. 8. 15).

프로젝트’와 ‘다이닌(Dai Ninh)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이 있다.
공업·광업·건설 부문의 경우 중소기업 금융 지원 프로젝트가 압도
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외에 ‘호아
락(Hoa Lac) 하이테크 파크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
트는 2020년까지 산업 국가가 되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에서 시작되었다.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의 발달을 통한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 증진
이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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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 외곽에 위치한 호아락(Hoa Lac) 지역에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능을 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지
역은 베트남의 과학과 기술의 허브가 될 것이며, 하이테크 산업의 지
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JICA에 의해 마스터플랜 구성과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
으며, 2017년 현재 기공식을 마치고 건설 중에 있다.
무역 부문은 무역 촉진을 위한 세관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는 프로
젝트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세관 현대화를 위한 E-세관 및 국
가단일창구 프로젝트’는 일본의 단일창구관세시스템을 베트남에 이
전하고 통합 자동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실시되었
다. 이 과정에서 JICA는 단일창구관세시스템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환경 구축 지원과 시스템 및 정보보안정책 유지관리 또한
지원하며, 시스템 운용 인력에 대한 지식과 기술교육을 제공하였다.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로는 ‘하이퐁 항(Haiphong Port) 세관기능 강화
프로젝트’가 있으며, 엑스선(X-ray) 검사 장비 및 시설 도입을 통한 하
이퐁 항의 수입 및 수출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보안 및 대테러 기능 등
의 세관검사능력을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 미국
1) USAID의 베트남 지원전략
마셜 플랜 이후 개발협력을 주도해온 미국은 세계 최대의 ODA 공
여국으로 개발원조 총괄기구인 국제개발처(이하 USAID)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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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USAID는 글로벌 보건체계 구축, 식량
안보, 기후변화 및 오염방지, 경제성장, 민주주의, 인도적 원조·지원,
각종 분쟁 방지·대응 등을 개발협력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
표의 달성을 위해 지역을 구분하여 기술과 차관 등을 지원하고 있으
며, 지역에 따른 개발협력 목표와 수원국별 협력전략을 선정하여 운
영하고 있다.
USAID의 대베트남 국가개발협력전략(CDCS,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에 따르면, 베트남이 지속적인 변화를 통
해 보다 책임 있고 포괄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세부 목표는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이다. 지
난 12년간 경제개혁과 성장 지원 과정에서 형성된 성공적인 파트너십
을 미루어 볼 때, 광범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은 베트남 국민에게 이
익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전략 기간 동안 성장에 대한 지배 구조의
제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USAID는 정책결정 과정 개선, 시민참
여 강화, 투명성 증대 등에 촉매 역할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오
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의 제도 기반, 산업 경제, 글로벌 통합을 위한
개혁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다. 또한 무역 및 경쟁력 분야의 지원과
베트남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둘째, 보건과 삶의 질 보호 및 개선 역량강화이다. 이 목표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취약계층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이
며 중요한 부분이다. USAID의 프로그램들은 국제 보건, 기후변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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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방지 등에 집중될 것이며, 에이즈(AIDS) 예방 및 치료와 같은 의
료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녹색 성장, 온실가스 감축
과 같은 지원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미국-베트남 협력 강화이다. 미국과 베
트남 간 전쟁의 잔재를 제거하고 상호 간의 관계와 이해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환경·보건 및 경제적 위협이 되는 다이옥신과
불발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다낭 지역에서
의 다이옥신 제거 작업과 오염 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들은 다른 형태의 환경오염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 미국의 산업 분야 ODA 현황
미국의 전체 ODA에서 산업 분야 ODA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 5.2%였던 산업 분야 ODA의 비중은 2005년까지 급
격히 증가하여 10.7%에 이르렀다. 이후 2009년까지 급격히 줄어들어
2009년의 비중은 3.2%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후 등락을 보이기는 하
나 완만한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2.6%를 차지
하고 있으며, 전 기간 평균 5.2%를 산업 분야 ODA에 지출하고 있다
(<그림 3-6>).
미국의 산업 분야 ODA 총지출액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20
억 7,300만 달러 수준에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8억 2,400만 달
러 수준으로 10년간 4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부문별 변화를 보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에너지 부문과 공업·광업·건설 부문의
비중이 약 83%, 통신 부문과 무역 부문이 17% 수준이었으나,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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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미국의 산업 분야 ODA 추이
(백만 달러)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에서 2015년 사이에는 에너지 부문과 공업·광업·건설 부문의 비중이
68.6%로 15% 정도 감소하였고, 통신 부문과 무역 부문이 약 29%로
1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업·광업·건설 부문의 경우
비중이 34.3%에서 10.6%로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지출액 수준
도 7억 1,100만 달러에서 8,800만 달러로 약 6억 2,300만 달러가 감소
하였다. 에너지 부문은 비중의 증가는 관찰되었으나, 산업 분야 ODA
전체 지출액의 큰 감소와 더불어 약 5억 3,000만 달러의 감소를 보였
고, 통신 부문은 1억 2,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1억 100만 달
러 이상의 감소를 나타냈다. 무역 부문은 지출액의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 비중에서 큰 증가를 보였다. 관광 부문의 경우 지출액이 17배 이
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비중은 2%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3-12>).
미국은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산업 분야에 총 1만 6,356건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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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미국의 산업 분야 ODA 지출액 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부문
통신

2003~2005 평균
지출액

2013~2015 평균

비중

지출액

비중

121.1

5.8

9.6

1.2

1,006.7

48.6

477.9

58.0

공업·광업·건설

711.1

34.3

87.7

10.6

무역

233.1

11.2

231.5

28.1

관광

1.0

0.0

17.1

2.1

2,073.0

100.0

823.8

100.0

에너지

산업 분야 총계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1).

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부문별로 통신 1,031건, 에너지 5,131건, 공업·
광업·건설 3,955건, 무역 6,011건, 관광 187건 등이었다. <표 3-13>은
미국의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통신 부문의 프로젝트 중 133건이 이라크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라
크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그것은 ‘교통 및 통신 프로젝트’,
‘통신 프로젝트’, ‘정의, 공공안전망, 시민사회 프로젝트’ 등이다. 그 다
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실시한 프로젝트가 45건이며, ‘통신 프로젝
트’, ‘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 프로젝트’ 등이 있다.
에너지 부문의 프로젝트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집중적으
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주로 전력의 생산, 전송, 네트워크 인프라 등에
대한 것이며, 수많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도 실시되었다.
공업·광업·건설 부문도 이라크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원유
관련 인프라 건설 사업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미
소기업 강화와 농업 진흥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우크라이나, 이라

제3장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현황

119

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로 가스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으며 ‘탄중프리오크
<표 3-13> 2002~2015년 미국의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단위 : 백만 달러

부문

국가
이라크

통신

에너지

124.04 2005

통신 프로젝트

28.86 2005

정의, 공공안전망, 시민사회 프로젝트

20.14 2006

아프가니스탄 통신 프로젝트

7.24 2005

아프가니스탄 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 프로젝트

5.27 2012

이라크

전력 부문 : 전송

167.25 2006

이라크

전력 부문 : 생산

164.15 2006

이라크

전력 부문 : 네트워크 인프라

153.46 2006

아프가니스탄 에너지 서비스 현대화 프로젝트

117.19 2008

아프가니스탄 비상 대응 프로그램 : 전기

102.84 2008

원유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74.94 2003

우크라이나

중소기업과 농업부문의 성장 프로젝트

20.16 2006

아프가니스탄

지역금융과 동반성장- 미소기업 강화
프로젝트

16.93 2011

아제르바이젠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가속화 프로젝트

이집트

관광

연도

이라크

키르키즈스탄

무역

교통 및 통신 프로젝트

금액

이라크

이라크
공업
광업
건설

프로젝트 명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개선
프로젝트
무역과 투자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프로젝트

16.93 2011
11.91 2005
424.71 2002

아프가니스탄 무역과 투자가능 환경조성 프로젝트

22.57 2008

탄자니아

농업부문 역량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결합 프로젝트

8.78 2014

나미비아

MCC 관광 프로젝트

조지아

관광투자 전략 프로젝트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1).

24.86 2014
0.4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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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jungpriok) 가스 화력발전소 확장 프로젝트’, ‘수마트라-자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무아라타와르(Muara Tawar) 가스 화력발전소
확장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3) 미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현황
OECD DAC 국가 중 최대 공여국인 미국은 베트남 전체 ODA 공여
액 순위 6위, 산업 분야 ODA 4위 국가이다. 미국은 OECD DAC 국가
들이 베트남 전체 ODA에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지출한 총금액의
4.3%인 10억 4,400만 달러, 산업 분야 ODA의 2.4%인 8,6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대베트남 전체 ODA에서 산업 분야 ODA가 차지하는 비중
의 변화를 살펴보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3-7> 미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추이
(백만 달러)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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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서 2004년까지 감소, 2005년 급등 후 2012년까지 감소 추세,
2013년 급등 후 감소 추세이다. 2002년에서 2015년까지 전 기간의 산
업 분야 ODA의 비중은 불과 8.2%로 전체 수원국에 대한 산업 분야
ODA 평균 비중 5.2%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림 3-6>과 같은 추이
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대베트남 ODA 평균 지출액인 7,500만
달러를 넘는 2008년부터는 지출액과 비중의 증감추이가 유사함을 확
인할 수 있다(<그림 3-7>).
미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총 지출액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400만 달러 수준에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1,000만 달러 수준
으로 10년간 2.5배 정도 증가하였다. 두 기간의 부문별 변화를 보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무역 부문의 비중이 87.1%, 에너지 부문
이 10.8%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에너지 부문은
63.9%로 증가한 반면 무역 부문의 비중은 33.5%로 50%이상 감소하
였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경우 지출액이 40만 달러에서 660만 달러
로 15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의 집중 분야가 무역 부문에서 에너지 부문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
다(<표 3-14>). 미국의 대베트남 ODA의 총액이 감소하고, 미국의 전
체 수원국에 대한 산업 분야 ODA 지출액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대베
트남 산업 분야 ODA만 증가한 것은 특이할 만한 점이다.
미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는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총 236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부문별로 통신 20건, 에너
지 62건, 공업·광업·건설 9건, 무역 145건 등이다. <표 3-15>는 미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주요 프로젝트들이다.
통신의 ‘SAWACO ICT 전략 및 실행계획’은 베트남의 수자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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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미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지출액 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부문

2003~2005 평균
지출액

비중

2013~2015 평균
지출액

비중

통신

0.1

1.3

0.2

1.9

에너지

0.4

10.8

6.6

63.9

공업·광업·건설

0.0

0.7

0.1

0.7

무역

3.5

87.1

3.4

33.5

관광

0.0

0.0

0.0

0.0

산업 분야 총계

4.0

100.0

10.3

100.0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1).

인 Saigon Water Corporation(SAWACO)의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시스템 개발에 지원한 프로젝트로 SAWACO가 베트남의 호찌민 시
급수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ICT 시스템 개
선과 운영 등에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수자원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ICT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인 ‘국가 통합 관세 프
로젝트’는 타당성 조사의 형태이며, 베트남 세관이 지역별 통합창구
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통합 세관 시스템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와 후속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세관
당국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안전한 무역을 촉진하고 통관
수입을 증가시키며 국제무역 통계의 생산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하
였다.
미국이 베트남의 에너지 부문의 지원한 프로젝트들은 핵 원료와 관
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핵 확산 금지와 민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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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원료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과 관련된 양국 과학자들의 협력의 형
태로 진행되었다. 전력과 관련하여 시행된 ‘국가 전력 계측 정보 기술
로드맵’은 국영전력공사의 정보기술 및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 구성을
지원한 프로젝트이다. 이 로드맵은 국영전력공사의 투자결정 자동화
와 관리,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첨단 정보기술의 구현을 통한 업그레
이드를 지원하였다.
공업·광업·건설 부문은 미소·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프로젝트들이
많은 편이었으며,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미소기업 생산성강화 메콩
동맹’은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 확대를 통해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여성과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저축 기반 미소금융 및 커뮤니티 뱅킹을 통한 자
<표 3-15> 2002~2015년 미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단위 : 백만 달러

부문

프로젝트 명

금액

연도

통신 서비스 프로젝트

0.48

2010

SAWACO ICT 전략 및 실행계획

0.39

2014

국가 통합 세관 프로젝트

0.23

2012

14.41

2013

0.32

2014

공업·광업·건설 미소기업 생산성 강화(메콩 동맹) 프로젝트

0.20

2015

무역, 투자 활성화 가능 환경포괄적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

6.20

2015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프로젝트

5.61

2005

무역 및 투자 활성화 가능 환경 프로젝트

2.11

2008

무역 및 투자 활성화 환경 - 무역 촉진·지원
(STAR Plus)

1.73

2012

통신

에너지

무역

세계 핵원료 위협 감소부(에너지부)
국가 전력계측 정보기술 로드맵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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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접근성 확대, 사업기술교육과 무역 및 시장과의 연계성 향상을 통
한 미소기업 성장촉진, 여성 미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지원 등이
있다.
미국의 베트남 무역 부문 지원은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이는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즉
개방 및 시장 기반 경제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
젝트는 ‘무역 및 투자 활성화 환경-무역 촉진·지원’(STAR, Support for
Trade Acceleration)이다. 본 프로젝트는 세계경제 통합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였으
며, 경제통합법 시행을 지원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
는 효과적인 무역협상 및 이행, 경쟁력 있는 경제 거버넌스, 건전한 거
시경제정책과 금융 부문 규제 등 3가지가 있으며, USAID의 지침에 따
라 유연하고 수요중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3) 독일
1) BMZ의 베트남 지원전략
개발협력의 규모 확대에 따라 1961년에 신설된 독일의 연방경제협
력부(이하 BMZ)는 이유로 설립되었다. 그 이유는 대외원조가 외무부
에 의해 진행될 경우 동독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BMZ가 전담하고 있는 것은 개발원조정책의 입안과 시행,
부처 간 원조정책 조정, 사업운영 및 ‘개발평가를 위한 원칙’에 따른
평가 등이 있다. BMZ는 독일개발원조의 컨트롤타워로서 빈곤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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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해 왔으며, 독일을 세계적인 공
여국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베트남은 독일의 매우 중요한 개발정책 파트너 중 하나로서 양국
은 2013년 7월 독일-베트남 정부 간 협상에서 3대 우선 과제를 선정
하는데 합의하였다. 합의된 3대 우선 과제는 직업 교육과 훈련, 환경
및 자원 보호, 에너지 등이다. 이러한 개발협력 합의를 지속하기 위
해 독일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신규 자금 6,300만 유로를 지원하
기로 약속하였다. 이 신규 자금 중 2,500만 유로는 금융 부문, 3,800만
유로는 기술협력에 할당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베트남의 산림과 생
태계 보호를 위해 에너지&기후 기금으로부터 800만 유로를 지원하
기로 하였다.
독일의 지원전략은 기본적으로 베트남의 녹색성장전략에의 지원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은 녹색경제정책 추
진을 위한 정책 입안자 역량강화 지원,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
률 자문, 공공재정시스템개선 및 녹색채권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
품 도입 등이 추진하고 있다.
2) 독일의 산업 분야 ODA 현황
독일의 산업 분야 ODA는 2002년 3억 3,800만 달러에서 2015년 20
억 300만 달러로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ODA 총액이 57억 1,200
만 달러에서 159억 2,400만 달러로 약 3배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증
가하였다. 전체 ODA에서 산업 분야 ODA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 5.9%였던 산업 분야 ODA의 비중은 2006년까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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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6%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한 뒤, 2010년 16.3%까지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2013년 이후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위 부문 중 에너
지 부문의 총지출액은 2억 7,200만 달러에서 17억 9,900만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공업·광업·건설 부문은 약 3.5배 증가하였다. 통
신 부문과 관광 부문은 지출액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무역 부문의
경우 지출액이 18배 증가하였으나, 비중 자체가 워낙 작아 의미를 부
여하기는 어렵다(<표 3-16>).
<그림 3-8>은 독일의 산업 분야 ODA 부문별 구성비 추이를 보여주
<표 3-16> 독일의 산업 분야 ODA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산업 분야 ODA
합계

통신 에너지 공업·광업·건설

무역

관광

전체
ODA

비중

2002

338

28

272

37

2

0

5,712

5.9

2003

237

17

172

44

3

1

6,027

3.9

2004

276

11

188

64

10

2

5,359

5.2

2005

263

15

179

50

16

3

9,322

2.8

2006

453

36

260

136

19

2

8,732

5.2

2007

512

6

372

111

21

2

8,508

6.0

2008

723

11

490

185

31

7

9,461

7.6

2009

783

11

635

92

26

19

7,290

10.7

2010

1,403

25

1,259

81

34

5

8,588

16.3

2011

1,189

9

1,068

84

21

7

8,782

13.5

2012

888

6

722

128

30

2

9,333

9.5

2013

1,271

26

1,064

149

28

3

9,927

12.8

2014

1,658

65

1,382

175

35

2

12,250

13.5

2015

2,003

28

1,799

139

36

1

15,924

12.6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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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부문별 변화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
의 경우 2009년 이전까지는 70% 수준이었으나, 이후 비중은 85% 수
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공업·광업·건설 부문의 비중은 2002
년 10.9%에서 2006년 30%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급증하였으나, 이
후 감소하여 2010년에는 최저인 5.8%까지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
또다시 감소 추세로 전반적으로 독일은 산업 분야 ODA에서 공업·광
업·건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산업 분야에 총 8,156건의 프로젝
트를 진행하였다. 부문별로 통신 부문 949건, 에너지 부문 3,578건, 공
업·광업·건설 부문 2,572건, 무역 부문 799건, 관광 부문 258건 등이었
다. <표 3-17>은 독일의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의 부문별 대표 프로
젝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8> 독일의 산업 분야 ODA 부문별 구성비 추이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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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2002~2015년 독일의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단위 : 백만 달러

부문

국가

프로젝트 명

모잠비크 방송 백본라인 구축 프로젝트
통신

공업
광업
건설
무역
관광

연도

5.58

2002

4.49

2003

1.75

2006

0.90

2015

247.90

2014

207.02

2015

ESKOM 재생가능 그리드통합과 전송강화
프로젝트

166.16

2015

인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132.48

2015

중국

중국철도건설공사 채굴장비 지원
프로젝트

48.23

2014

인도

환경 크레디트 라인 VII

30.91

2013

사하라이남 지역통합을 위한 역량개발 프로젝트

6.95

2014

라오스의 아세안경제통합과 무역 및
기업가 정신

2.23

2015

국경 간 관광강화 지역 프로그램

1.52

2013

라오스

교외지역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FM 방송국 구축 프로젝트
시리아

시리아 라디오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브라질

풍력발전 프로젝트 Ⅱ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에너지 프로그램
에너지

금액

남아프리카

라오스
유럽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1).

통신 부문에서는 주로 방송 및 통신망 또는 방송국 구축 프로젝트
들이 실시되었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수력 및 풍력과 자연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다. 에너지 부문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브라질에서 시행한 ‘풍력발전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
트는 글로벌 환경 및 기후 보호와 브라질의 에너지 안보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완수를 통해 풍력으로부터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전력공급을 달성하고 이산화탄소의 감축에도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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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하였다.
3) 독일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현황
OECD DAC 국가 중 베트남 전체 ODA 3위 공여국인 독일은 베트남
산업 분야 ODA에서도 3위 국가이다. 독일은 OECD DAC 국가들이 베
트남 전체 ODA에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지출한 총금액의 6.0%인
14억 5,500만 달러, 산업 분야 ODA의 5.5%인 1억 9,500만 달러를 지
원하고 있다. 독일의 대베트남 전체 ODA에서 산업 분야 ODA가 차지
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05년까지 증가, 2006년
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 2013년 급등 후 42% 수준에서 안
정화된 상황이다. 2002년에서 2015년 전 기간의 산업 분야 ODA의 비
<그림 3-9> 독일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추이
(백만 달러)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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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13.3%로 전체 수원국에 대한 산업 분야 ODA 평균 비중 9.5%보
다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3년의 산업 분야 ODA의 비중은 38%
로 전체 수원국에 대한 최근 3년의 산업 분야 ODA 평균 비중인 13%
에 비해 3배 정도 높으며, 최근에 베트남 산업 분야 ODA에 집중적인
지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9>).
독일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총지출액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약 280만 달러 수준에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약 5,700만 달
러 수준으로 10년간 약 20배가 증가하였다. 지출액과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가 극단적으로 크며, 2003년에서 2005년의 기간
에는 산업 분야 ODA의 90% 이상이 공업·광업·건설 부문에 집중된 반
면, 2013년에서 2015년 기간에는 99%가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었다
(<표 3-18>).
독일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는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총 117건이다. 부문별로 통신 2건, 에너지 30건, 공업·광업·건설

<표 3-18> 독일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지출액 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부문

2003~2005 평균
지출액

2013~2015 평균

비중

지출액

비중

통신

0.00

0.0

0.00

0.0

에너지

0.01

0.2

56.04

99.1

공업·광업·건설

2.57

90.4

0.53

0.9

무역

0.27

9.4

0.00

0.0

관광

0.00

0.0

0.00

0.0

산업 분야 총계

2.85

100.0

56.57

100.0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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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건, 무역 10건 등이다. <표 3-19>는 독일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주
요 프로젝트들을 부문별로 나타낸 것이다.
독일의 대베트남 에너지 부문 지원은 최근 3년간 산업 분야 ODA
지원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과 관련된 프로젝트
들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교외 지역의 에너
지 공급 효율성 개선을 위한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효율성 개선 프로젝
트’가 실시되어 2014년에 6,300만 달러가 집행되었다. 2015년에는 라
이쩌우(Lai Chau)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2,100만 달러가 지출
되었다.
독일의 에너지 부문 지원 중 주목할 것은 풍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
젝트들이 다수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풍력관련 프로젝트인
<표 3-19> 2002~2015년 독일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단위 : 백만 달러

부문

프로젝트 명

통신

동남아시아 지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홍보
프로젝트

0.01

2010

라디오 및 TV 수신 기술지원 프로젝트

0.01

2007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

63.30

2014

Lai Chau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21.42

2015

Phu Lac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5.66

2015

풍력에너지 확대 지원 프로젝트

1.28

2015

중소기업진흥 프로젝트

2.43

2007

동남아시아 지역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0.52

2006

다자간 무역협상 프로젝트

0.38

2005

무역 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

0.14

2005

에너지

공업·광업·건설
무역

자료 : OECD CRS Database.

금액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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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락(Phu Lac) 풍력발전소 프로젝트’는 꾸준한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의 전력 보충과 함께 이산화탄소 감소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 긴 해안선을 가진 베트남
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풍력 발전에 가장 적합한 지정학적 위치적 장
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긴 하나 2009년 이전까지 단 하나의 풍력발
전소만 가지고 있었다. 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매년 5만 680MWh를 생
산하여 푸락(Phu Lac) 지역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며, 동
시에 2만 8,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업·광업·건설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과 관련된 프로젝트들과
역내 경쟁력강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으며, 무역 부문은 무역협상
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4) 호주
1) AusAID의 베트남 지원전략
호주의 공적개발원조(ODA) 주무기관인 국제개발청(이하 AusAID)
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에 대한 실질적
인 정책 제언과 수행, 국제개발 예산의 관리, 수원국의 현황에 대한
포괄적 분석에 기초한 전략 및 정책수립, 인도주의적 재난상황발생
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조정, 국내 기관 및 국제기
구,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약 90%정도의 ODA
가 AusAID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타 기관들에 의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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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호주와 베트남의 파트너십은 정치, 안보, 경제, 인적자원 등에 걸
쳐 형성되어 있으며, 꾸준한 관계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호주는 베
트남의 경제발전과 포괄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5
년 3월 발표된 ‘호주-베트남 포괄적 파트너십 증진선언’에 잘 반영되
어 있다.
호주는 ‘베트남 지원투자계획 2015~2016에서 2019~2020’에서 호주
의 대베트남 지원 우선 분야와 지원 포기 분야를 제시하였다. 이는 호
주가 대베트남 ODA에 있어 다른 공여국의 비교우위 분야는 과감하
게 중단하고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임을 발표한 것
이다. 대표적인 중단 분야는 보건과 에너지 분야이며, 인권, 기후변화
및 재난위험감소 등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지원의 형태가 아닌 거버넌
스를 통한 통합적인 형태로 지원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호주의 새로운 대베트남 지원프로그램은 3가지 목적(민간 부문의 참
여와 활성화, 고숙련노동력 훈련과 고용 지원, 소수민족을 포함한 여성
의 경제력 강화)을 기초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미래의 고용,
성장 동력 확보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는 공공 부문 개혁에 있어서의 전문성 공유, 무역지원 강화, 성장
에서의 혁신의 역할 강조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51)

51) 호주 외무무역부(2015), Aid Investment Plan Vietnam 2015-16 to 2019-20,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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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산업 분야 ODA 현황

호주의 전체 ODA에서 산업 분야 ODA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등락을 보이기는 하나, 2004년 이
후 지출액과 비중 측면 모두 증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0.6% 수준이었던 산업 분야 ODA의 비중은 2015년 2.8% 수준까지 증
가하였다(<그림 3-10>).
호주의 산업 분야 ODA 총 지출액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1,600
만 달러 수준에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5,900만 달러 수준으로 10
년간 4배 정도 증가하였다. 두 기간의 부문별 변화를 보면, 2003년에
서 2005년 사이에는 무역 부문과 공업·광업·건설 부문의 비중이 약
67%, 통신 부문과 에너지 부문이 약 30%이었으나, 2013년에서 2015
<그림 3-10> 호주의 산업 분야 ODA 추이
(백만 달러)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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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호주의 산업 분야 ODA 지출액 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2003~2005 평균

부문

지출액

2013~2015 평균

비중

지출액

비중

통신

2.45

14.9

0.94

1.6

에너지

2.52

15.3

11.24

18.9

공업·광업·건설

5.60

34.1

23.29

39.2

무역

5.36

32.6

23.91

40.3

관광

0.51

3.1

0.00

0.0

산업 분야 총계

16.43

100.0

59.38

100.0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표 3-21> 2002~2015년 호주의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호주의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사례
■통신 부문, 통신개혁-세계은행(키리바시)
본 프로젝트는 경제 인프라의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AusAID와 키리바시 정부는
2012년 9월 개최된 파트너십 협의에서 키리바시-호주 파트너십을 위한 4대 우선 순위 인
프라를 추가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태평양지역 인프라시설(PRIF)
을 통해 다른 개발 파트너와 협력하여 키리바시의 경제 인프라를 지원한다. PRIF를 통해
AusAID는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같은 다른 개발 파트너에게 기금을 지원하
여 키리바시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통신 부문, 솔로몬군도 통신위원회 지원사업(솔로몬군도)
본 프로젝트를 통해 솔로몬군도 정부는 경쟁을 도입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통신 부문을 개
혁하였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솔로몬 군도 전역에 걸친 고품질의 저가 통신 서비스 이용
이 가능하게 되었다. 합리적인 가격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솔로몬 군도의 접근성 개선은 솔
로몬군도와 호주의 개발 파트너십의 주요 성과이다.
■에너지 부문, 나우루 발전기 조달사업(나우루)
본 프로젝트는 유틸리티 부문 및 필수 인프라 및 서비스 개혁을 위한 정부의 나우루 전략
을 지원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관리, 유지 보수 및 비용 회수 약정을 통해 전력 및 수도 서
비스의 신뢰성 및 비용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가정 및 공공건물에서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깨끗한 물의 사용 증대, 필수 인프라 및 서비스의 유지 보수 등을 지원하
였다. 그 결과 나우루의 전기 및 수자원 시설은 완전히 새로 단장되어 약 1,600 채의 주택에
24시간 전력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수자원 생산은 현재 섬의 필요량의 약
80 %를 충족하게 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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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사례
■에너지 부문, 인도의 기후변화대응 지원 프로젝트-UNDP(인도)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CSIRO 에너지 시
스템 및 에너지 자원 연구소(TERI)는 인도 마을의 식량 부패를 예방하기위한 태양열 냉각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시연을 지원하였다. 태양열 식품 냉장고, 마을 미니 그리드의 재생 가능
한 전력 생산 및 전력 품질 모니터링 개선, 냉동 공정을 통한 부산물로 안전한 식수 공급 등
이 가능해졌다. 호주는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온실 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국가기후변화실행계획(NCCAP)을 시행하려는 인도 정부를 지원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난 위험 감소 계획 또한 지원하였다.
■공업·광업·건설 부문, 미소기업 성장 프로그램 Ⅳ(네팔)
본 프로젝트는 미소기업의 기업가 정신 개발을 통해 빈곤 감소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네팔 정부와 UNDP의 공동 사업이다. 특히 네팔의 특정 지역에 있는 소외 계층의 가난한 청
년, 여성 및 개인을 지원하였다. 네팔의 75개 지역 중 38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
램은 지금까지 56,000명 이상의 소규모 기업가를 양성했으며, 39,200명 이상의 소기업 가족
이 이미 빈곤에서 벗어났다. 3단계에 이미 약 24,000명의 미소기업가가 양성되었고 네팔 정
부는 빈곤 완화를 위한 자체의 미소기업 양성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 네팔 정
부는 이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공업·광업·건설 부문, 국제성장발굴센터 프로젝트(개발도상국)
개발 도상국을 위한 국제성장발굴센터는 풍부한 자원을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목표로 삼은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센터는 개발과 관련된 발굴 문제의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개발도상국 정부 및 기타 개발
도상국의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맞춤식 자문, 교육, 역량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였
다. 또한 센터는 재료 및 모범 사례, 조언의 준비 및 전달과 같은 업무 프로그램 제공을 지원
하기 위한 응용 연구를 실시하였다.
■무역 부문, 남아시아지역 무역촉진 프로그램(남아시아 지역)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 간의 중요한 격차의 해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
하기 위해 역내 무역 및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무역 활성화 및 인프
라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남아시아의 지역 연결성을 지원을 통해 국경 간 무역 개
선과 무역 비용 감소, 여성의 경제 활동 강화, 인프라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달성하
게 될 것이다.
■무역 부문, 파키스탄의 지역 무역 및 투자 증진 노력 지원 프로그램(파키스탄)
이 프로그램은 파키스탄의 지역 무역 및 투자 증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남
아시아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 지역 무역 전략
을 개발하여 지역 무역 정책 기본 틀을 지원한다. (2) 상무부 내 규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기
술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무역 능력을 강화한다. (3) 특정 무역 활성화 활동을 통해 주변
국과의 무역을 증대시킨다.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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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에는 무역 부문과 공업·광업·건설 부문의 비중이 약 80%로 약
13% 증가하고, 통신 부문과 에너지 부문이 약 20%로 약 1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신 부문의 경우 비중뿐만 아니라 지출액
도 4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관광 부문의 경우 50만 달러 정도 지원
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표 3-20>).
호주는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산업 분야에 총 2,524건의 프로젝
트를 진행하였다. 부문별로 통신 360건, 에너지 267건, 공업·광업·건
설 570건, 무역 1,238건, 관광 89건 등이다. <표 3-21>은 호주의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사례들이다.
3) 호주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현황
호주는 대베트남 ODA 규모 5위 공여국이며, 산업 분야 ODA 규모
는 10위이다. 호주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총지출액은 2003년에
서 2005년 사이 46만 달러 수준에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98만 달
러 수준으로 10년간 2배 정도 증가하였다(<표 3-22>).
두 기간의 부문별 변화를 보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통신
부문이 22.9%, 에너지 부문이 25.6%, 공업·광업·건설 부문이 30.8%,
무역 부문이 19.7% 등으로 4개 부문에 다소 고르게 지원이 되었으
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통신 부문이 0.1%, 에너지 부문이
11.9%, 공업·광업·건설 부문이 16.4%, 무역 부문이 71.84% 등으로 무
역 부문의 비중만 크게 증가하고 나머지 부문들의 비중은 감소하였
다. 특히 무역 부문의 지출액은 9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호주가 전체 베트남 산업 분야 ODA 규모는 전체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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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호주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지출액 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부문

2003~2005 평균
지출액

2013~2015 평균

비중

지출액

비중

통신

0.10

22.86

0.00

0.11

에너지

0.12

26.59

0.12

11.91

공업·광업·건설

0.14

30.87

0.16

16.14

무역

0.09

19.68

0.70

71.84

관광

0.00

0.00

0.00

0.00

산업 분야 총계

0.46

100.00

0.98

100.00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표 3-23> 2002~2015년 호주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단위 : 백만 달러

부문
통신

에너지

프로젝트 명

금액

연도

의식고취와 역량개발 프로젝트

0.296

2005

MTV Exit Foundation Asia III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식증대 캠페인)

0.042

2012

교외지역 전력배급 프로젝트

1.183

2010

에너지 정책 및 시스템 분석 프로젝트

0.366

2003

식수 및 식량 도전 프로그램

0.304

2013

공학 장학금 프로젝트

0.467

2013

0.244

2002

산림수종 기술능력 강화 프로젝트

0.112

2006

Beyond WTO Program Phase II

1.921

2011

아세안-호주 개발협력 프로그램 2단계

0.451

2015

무역 분석 및 개혁 프로젝트

0.382

2007

GMS 무역과 운송 촉진 프로젝트

0.377

2011

경제협력 지원 프로그램

0.180

2010

구조조정과 무역자유화 프로젝트

0.057

2010

공업·광업·건설 지역개발 프로젝트

무역

자료 : OECD CR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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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무역 부문 ODA 규모는 4위로 상당히 많은 지
원을 하고 있다.
호주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는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총 153건이 진행되었다. 부문별로 통신 11건, 에너지 22건, 공
업·광업·건설 19건, 무역 99건, 관광 2건 등이었다. <표 3-23>은 호주
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의 부문별 대표 프로젝트를 나
타내고 있다.
‘MTV Exit Foundation Asia’은 통신 부문 프로젝트로 동아시아 인
신 매매, 특히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 변화를 촉진하
며 인신 매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캠페인은 방송, 현장, 온라인 등 3영역에서 실시되며,
방송에는 전용 광고 및 간접 광고의 제작·노출, 현장에는 인식 제고
를 위한 대규모 콘서트, 청소년 세션, 길거리 행사와 같은 이벤트, 온
라인에는 다언어로 제작된 청소년 위주의 인지 및 예방 웹사이트 제
작·유지가 포함된다.
‘식수 및 식량 도전 프로그램’은 ‘메콩강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
해 실시되었으며,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요소는 자금 지
원, 메콩강 수력발전소 정책결정 과정 지원, 펠로십 프로그램, 보완성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댐
의 부지 선정과 관리체제 개선, 수력발전의 대안에 관한 탐구, 댐의 복
합용도로의 사용에 대한 방안고려 등이 포함되었다.
‘공학 장학금 프로그램’은 RMIT대학의 베트남 캠퍼스에 30개의 공
학 부문 장학금을 지원하여 엔지니어링 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한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을 위해 RI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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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베트남의 협력이 증대되며, ‘호주-베트남 국가전략 2010~2015’의
3가지 축 중 베트남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아세안-호주 개발협력 프로그램 2단계’는 무역 부문의 프로젝트로
아세안의 경제통합촉진과 경쟁력 강화, 회원국 간의 격차 해소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세안 사무국의 역량강화, 경제통합과 관련된
시의적절한 양질의 경제 분석 연구와 정책 자문, 아세안경제공동체
(AEC)의 이행을 위한 지역메커니즘과 역량강화 등을 통한 아세안경
제공동체(AEC)의 설립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세안을 지원한다.

3. 주요 선진 공여국의 산업 분야 ODA 비교
(1) 공여국의 산업 분야 ODA 규모 비교
앞 절에서 살펴본 4개 공여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규모의
부문별 순위를 나타낸 것이 <표 3-24>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
본은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전 부문에 걸쳐 1위이기 때문에 순위
를 가지고 일본의 중점 분야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3개국은 무
역 부문(미국), 에너지 부문(독일), 무역 부문(호주) 등 중점 분야가 있
다. 일본의 경우는 부문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에너지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건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의 프로젝트 건수가 나머지 3개
국의 프로젝트 건수를 합친 것보다 크며, 부문별 프로젝트 건수에서
는 무역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문도 같은 결과였다. 이러한 결
과는 OCED DAC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에서 일본의 지원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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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공여국의 산업 분야 ODA 부문별 순위 및 프로젝트 건수
단위 : 건수

부문

일본

미국

독일

호주

순위 프로젝트 순위 프로젝트 순위 프로젝트 순위 프로젝트

통신

1

124

8

20

16

2

9

11

에너지

1

170

4

62

3

30

10

22

공업·광업·건설

1

271

19

9

6

75

15

19

무역

1

97

2

145

13

10

4

99

관광

3

38

12

0

19

0

11

2

산업 분야 총계

1

700

4

236

3

117

10

153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중은 통신, 에너지, 공업·광업·건설 부문 등은 각각 71%, 82%, 5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무역 부문의 비중은 34%로 2위인 미국
의 31%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 공여국의 산업 분야 ODA 부문별 지원 내용
산업 분야 ODA에 있어 부문별 지원 비중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고, 이제 부문별 공여국의 지원 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표 3-25>).
통신 부문의 지원 내용을 보면, 일본은 방송국 건설 사업, 미국은 타
분야에 ICT 시스템을 적용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독일은 네트워
크 구축, 호주는 이동통신사에 관한 규제 및 제도개선 지원사업 등이
었다. 그리고 공업·광업·건설 부문은 일본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 미
국은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미소기업 생산성 강화, 독일은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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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호주는 미소기업 육성 프
로그램 등으로 분류된다.
무역 부문의 경우 지원의 목표는 무역 촉진으로 귀결되었으나 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세관시스템 지원, 미국은 무역가
능 환경과 시장경제조성, 독일은 무역협상 관련 교육 및 자문, 호주는
아세안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과 회원국 간의 격차 해소 등을 통해 무
역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일본은 화력 및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전력
설비 및 공급 사업, 미국은 핵 관련 지원사업, 독일은 풍력발전소 사
업, 호주는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 등에 주로 집중하고 있었다.
같은 부문이라 할지라도 공여국에 따라 지원 내용의 성격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의 차이는 공여국들의 비교우위 측
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에너지 부문을 예로 들면, 일본의 경우 세계
적인 화력 발전 국가이며, 독일은 풍력 발전에 있어 유럽의 선도국이
<표 3-25> 공여국의 산업 분야 지원 내용 비교
부문

일본

통신 방송국 구축
에너지

수력 및 화력
발전소 건설

공업
중소기업 금융
광업
지원
건설

미국
ICT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지원

네트워크 구축

호주
통신사 규제 및
제도 개선 지원

핵 관련 지원 협력 풍력발전소 건설 기후변화 대응
미소기업 생산성
강화-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세관시스템 표준 무역가능 환경과
무역 화를 통한 무역 시장경제 조성을
촉진
통한 무역촉진
자료 : 저자 작성.

독일

중소기업 경쟁력
미소기업 육성
강화를 위한 기술
프로그램
직업훈련
경제 통합과 격차
무역협상과 관련
해소를 통한 무역
된 교육 및 자문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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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같은 전력 공급이라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본은 화력과
수력, 독일은 풍력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부문도 공여
국별 지원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진 공여국들이 베트남의 성장을 위한 산업발전 ODA를 베
트남의 수요에 맞추어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이와 같이 자신들만의 방식에 의한 추진에 의해 중복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원조 조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원조 조화를 위한 한국의 산업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
선진 공여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들
국가들의 산업 분야 ODA 지원은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발전이라는 공
통의 목표에서 시작되었으나, 지원내용과 형태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 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일본은 화력발전
소, 독일은 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무역 부문에 집중
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 미국은 무역가능 환경조성과 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제도정립을 통한 무역 촉진, 호주는 아세안 경제 통합과
회원국 간의 격차 감소를 통한 무역 촉진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공여국들은 수원국의 개발 목표에 맞
추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원조 일치의 측면에서 수원국의 수요는 공여국의 공급과 비교하
면 보다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 된다. 예를 들어, 수원국의 수요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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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라면, 공여국이 전력이라는 수요에 맞추어 공급하는 방식은 수
력, 화력, 풍력, 원자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공여국
은 수원국에 수요에 맞추어 자신이 잘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는 것이며, 수요가 크다면 공여국별 방식이 같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파리 선언에서 원조 조화를 위해 강조한 중복 지원의 문제는 다
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결국 시장 접근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
다. 대표적인 사례로 호주의 ‘베트남 지원투자계획 2015~2016에서
2019~2020’을 들 수 있는데, 호주 정부는 보건과 에너지 같은 타 공여
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고 다른 부
문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잘하기 어려운 부문의 지원
은 다자 협력의 형태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원조 조화를 위해 공여국 간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베
트남 산업 분야 ODA에서 일본의 위상은 절대적인 수준이며 많은 부
분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타
공여국, 특히 일본이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
운 일이다. 설령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
거나,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결국 원조 조화 측면의 중복지원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원은 역량부족으로 인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를 먼저 찾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잘하는 것
을 해야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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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일치는 수원국과 공여국 간 일대일 문제이며, 경쟁적 상황이
아니라 협조적 상황이므로 접근과 협의 및 합의가 보다 짧은 시간 안
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원조 조화는 다수 공여국 간의 문제이며,
협조적 상황이라기보다 경쟁적 상황으로, 다수의 협의과정과 합의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어
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산업 분야 ODA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즉 비교우
위가 있는 사업이나 영역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수원국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 수요에 적
합한 사업을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원조 일치
가 보다 더 충족된다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
고, 이후 원조 조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의 <표 3-2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공업·광업·건설 부문에서 일
본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 미국과 호주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통한 미
소기업 지원, 독일은 기술·직업 훈련 등에 특화되어 있다. 또한 한국
은 ODA 지원 규모가 크지 않고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 볼 때, 수출산업
과 관련된 베트남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의 ODA 실적을 통해서 보면 기술·직업
훈련에는 경험도 많고 비교우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를 통하여 베
트남의 제조업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대기업과 대기업에 부품을 납
품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독립생산 중소기업도 베트남에 진출하며 투
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일본, 미국,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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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등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이나 미소기업 지원보다는 베트
남의 수출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한국의 비교우위나
원조 조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글로벌 가치사슬하
에서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베트남 기업의 역량강화가 베트남에서의
현지 투자기업의 생산 현지화를 앞당기고 베트남 산업의 역량을 강화
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4장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및 ODA 현황과
평가

제4장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즉 무역과 투자에 대한 기본적
인 통계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ODA 현황, 전체 ODA에서
의 산업 ODA의 위상과 주요 산업 ODA 프로젝트의 내용을 통하여 지
금까지 한국이 베트남에서 수행한 산업 ODA가 베트남의 산업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으며,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어
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
자 하는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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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베트남 무역 및 투자 현황
(1)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 현황
한국과 베트남 간 무역은 <표 4-1>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년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2월에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타결
되었으며, 2015년 5월 정식 서명을 거쳐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
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 한국은 베트남
으로 327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베트남에서는 125억 달러를 수입하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2016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 대상국이다. 한국의 수출에
서 베트남의 위상은 2010년 한국의 교역 대상국 중 9위였지만 2016년
에는 4위로 상승하였으며, 수입에서 베트남의 위상은 2010년 한국의
교역 대상국 중 28위에서 2016년에는 8위로 상승하였다. 이렇게 한국
과 베트남 양국의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표 4-1>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거래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3,465

15,946

21,088

22,352

22,771

32,651

(39.5)

(18.4)

(32.2)

(6.0)

(1.9)

(43.4)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5,084

5,719

7,175

7,990

9,805

12,495

(52.6)

(12.5)

(25.5)

(11.4)

(22.7)

(27.4)

무역수지

8,381

10,227

13,913

14,362

17,966

20,15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 괄호 속의 숫자는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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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1

무선통신기기

2

반도체

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

기구부품

5

합성수지

6

석유제품

7

편직물

8

자동차

9

플라스틱제품

10

철강판
기타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358

856

1,566

2,271

4,249

5,192

(79.1) (△37.0)

(82.9)

(45.0)

(87.1)

(22.2)

2,147

2,901

2,789

2,871

4,574

(867.2) (213.0)

(35.1)

(△3.9)

(2.9)

(59.3)

1,684

684

1,266

2,512

(64.1) (△59.4)

(85.1)

(98.4)

686
455

1,026

(448.2) (125.5)
216

545

927

937

1,233

1,722

(186.9) (152.3)

(70.1)

(1.1)

(31.6)

(39.7)

813

882

1,136

1,188

1,110

1,203

(20.6)

(8.5)

(28.8)

(4.6)

(△6.6)

(8.4)

1,088

1,169

787

600

328

1,088

(31.0)

(7.4) (△32.7) (△23.8) (△45.3) (231.7)

790

818

942

978

977

1,077

(20.1)

(3.5)

(15.2)

(3.8)

(△0.1)

(10.2)

675

402

437

713

1,136

921

(4.6) (△40.4)

(8.7)

(63.2)

(59.3) (△18.9)

198

290

402

508

740

864

(49.3)

(46.5)

(38.6)

(26.4)

(45.7)

(16.8)

1,356

1,106

963

917

839

822

(43.6) (△18.4) (△12.9)

(△4.8)

(△8.5)

(△2.0)

5,830

6,705

9,343

10,767

13,022

12,676

-

(15.0)

(39.3)

(15.2)

(20.9)

(△2.7)

13,465

15,946

21,088

22,352

27,771

32,651

(39.5)

(18.4)

(32.2)

(6.0)

(24.2)

(17.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 괄호 속의 숫자는 증가율 (%). 품목은 MTI 3디짓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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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한국의 베트남으로의 수출 품목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무선통신기기로 2016년 현재 대베트남 수출의 22.2%
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으로 삼
성 등 한국 기업, 특히 전자산업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생산 분업이
확장된 결과이다. 이는 베트남이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수출가공기지
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중국의 임금 상승과 함께
베트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자 등 기기 및 장비 산업에서 한국 투자기업의 베트남 역
내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편직물의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편직
물이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
은 베트남 제조업의 수준이 의류 봉제와 같은 단순 저임 노동을 활용
한 생산에서의 비교우위가 사라지고 점차 첨단 기술 및 장비류 등 복
잡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제품으로 비교우위가 이전되고 있음을 시
사한다.
이와 같이 한국의 조립기지로서의 베트남의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이 베트남에서 수입한
제품 중 1위 제품은 무선통신기기이며, 그 다음으로는 의류, 신발, 컴
퓨터 등으로 베트남의 우호적인 생산 환경에 기초한 소비재 제조업
품목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표 4-3>). 이러한 한국의 베트남으
로부터의 수입에서 볼 때, 베트남의 제조업의 비교우위는 현재 의류,
신발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제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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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한국의 베트남에서의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품목명

1

무선통신
기기

2

의류

3

신발

4

컴퓨터

5

목재류

6

영상기기

7

기타
섬유제품

8

기구부품

9

갑각류

1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9

97

188

292

1,471

3,145

(△5.9)

(40.6)

(93.8)

(55.3)

(403.8)

(113.8)

819

1,084

1,683

2,160

2,221

2,426

(116.3)

(32.4)

(55.3)

(28.3)

(2.8)

(9.2)

245

303

377

506

527

628

(58.0)

(23.7)

(24.4)

(34.2)

(4.2)

(19.2)

39

61

72

174

400

552

(52.5)

(56.4)

(18.0)

(141.7)

(129.9)

(38.0)

149

175

232

350

348

428

(49.8)

(17.4)

(32.6)

(50.9)

(△0.6)

(23.0)

4

2

63

83

150

340

(△50.0) (3,050.0)

(31.7)

(80.7)

(126.7)

(△65.0)
158

171

217

252

272

298

(41.0)

(8.2)

(26.9)

(16.1)

(7.9)

(9.6)

37

34

39

104

205

268

(91.6)

(△8.1)

(14.7)

(166.7)

(97.1)

(30.7)

116

115

126

206

165

195

(29.0)

(△0.9)

(9.6)

(63.5)

(△19.9)

(18.2)

19
계측제어
분석기 (5,094.4)

31

47

136

201

172

(63.2)

(51.6)

(189.4)

(47.8)

(△14.4)

3,429

3,646

4,131

3,727

3,845

4,043

-

(6.3)

(13.3)

(△9.8)

(3.2)

(5.1)

5,084

5,719

7,175

7,990

9,805

12,495

(52.6)

(12.5)

(25.5)

(11.4)

(22.7)

(27.4)

기타
합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주 : 괄호 속의 숫자는 증가율 (%). 품목은 MTI 3디짓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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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현황
2016년 베트남이 유치한 FDI는 3,862건 총 223.80억 달러이며, 한
국은 이 중 1,263건, 68.96억 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에 대한 1위 투자
국이다. 베트남의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면 2011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에 투자 금액이 조금 줄었지
만 투자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지난 6년간
투자액을 누적액으로 볼 때에도 한국은 투자 건수 5,773건, 투자 금액
505.54억 달러로 1위 투자국이다(<표 4-4> 참조). 한국에 이어 일본
424.34억 달러, 싱가포르 382.55억 달러, 대만 318.86억 달러 순으로
투자액이 크며, 베트남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의 글로벌 가
치사슬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2016년까지 누적 투자 금
액 기준으로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4위 투자 대상국이며, 제조업 해
외 투자만을 보았을 때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3위 투자 대상국이 되고
있다. 중국의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앞으로 제조업의 투자 대상국으
로서의 베트남의 위상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에서 한국의 업종별 투자 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31일
<표 4-4>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현황(신고 기준)
단위 : 건수, 백만 달러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누계

건수

325

345

332

488

684

962

1,263

5,773

2,356

1,466

1,178

4,293

7,327

6,727

6,896

50,553

투자액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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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한국의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수, 백만 달러, %

1988년 이후 누적

2016년 1~12월

순서

산업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점유율

1

제조, 가공

3,366

35,713.9

70.6

2

부동산경영

99

7,466.0

14.8

8

7.2

0.1

3

건설

731

2,710.4

5.4

109

311.3

4.5

4

물류운수

115

940.1

1.9

40

-40.4

-0.6

5

도소매, 유지보수

426

691.9

1.4

156

108.1

1.6

6

호텔, 요식업

163

661.5

1.3

46

22.2

0.3

7

전력·가스·용수
생산공급

31

629.8

1.2

1

180.2

2.6

8

기술과학 전문

361

579.6

1.1

59

317.0

4.6

9

정보통신업

202

250.3

0.5

48

46.0

0.7

10

의학 및 사회봉사

26

223.6

0.4

-

-

-

11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23

179.4

0.4

-

-

-

12

농·임·수산

43

118.5

0.2

7

26.4

0.4

13

채광산업

4

114.3

0.2

-

-

-

14

재정, 금융업

12

101.6

0.2

7

219.8

3.2

15

행정, 지원 서비스

48

88.1

0.2

21

16.7

0.2

16

기타 서비스업

59

43.7

0.1

5

0.5

0.0

17

용수 및 폐기물 처리

11

22.0

0.0

4

2.6

0.0

18

교육, 양성

52

18.6

0.0

24

4.6

0.1

19

가정용 렌탈서비스업

1

0.3

0.0

-

-

-

50,553.6 100.0 1,263 6,895.9

100.0

합계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5,773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점유율

728 5,673.7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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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누계 기준, 한국 기업의 투자 업종은 제조업 70.6%, 부동산 경
영 14.8%, 건설 5.4%, 물류운수 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6
년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총투자의 82.3%, 과학기술 등 전문 분야가
4.6% 순으로 나타나며, 교역 구조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무선통신기
기를 필두로 디스플레이 등 전자제품 조립기지로서의 베트남의 부상
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최대 진출 지역
은 베트남의 북부에 있는 박닌 성으로 전체 투자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동나이, 하이퐁, 하노이, 타이응우웬, 호찌민 순으로 베
트남 정부의 북부 지역경제발전 전략에 맞추어 베트남 북부에 대한
투자 건수가 많은 편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과 투자 동향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베트
남은 한국의 전자산업의 수출가공기지로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베
트남에 대한 투자는 베트남의 제조업이 단순하고 노동집약적인 의류
나 신발 산업에서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조립
으로 다각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베트
남에 대한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품목 면에서는 베트남
의 제조업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가치사슬에서의 역할은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베트남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
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트남
에서의 부품의 생산 비중이 올라가는 현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삼성 등 대기업을 따라 하청 중소기업들도 베트남에 지속적
으로 투자하고 있어, 베트남의 기술과 인력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타
업종에서의 중소기업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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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투자 활동에 따라 앞으로 양국의 교역 구조도 빠르게 변화할 것
으로 보인다.

2.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분야 ODA 현황
(1) 국가협력전략(CPS)으로 본 한국의 베트남 지원전략
한국 정부는 베트남 국가협력전략을 2회(2011~2015년, 2016~2020
년)에 걸쳐 작성하였다. 이는 베트남의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
략’ 및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등의 성공적인 수행에의 협력과 기여를 목표로 하였다.
1) 1차 국가협력전략
1차 국가협력전략을 작성한 2011년, 베트남은 1인당 GDP가 1,200
달러에도 못 미치며 겨우 저소득 국가에서 중저소득 국가에 진입한
국가였다.52) 당시 베트남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는 사회·경제·지역적
불균형, 인프라 부족, 환경오염 및 제도적 역량 미흡 등이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은 정치·사회적 안정,
물질·정신적으로 개선된 생활 수준, 독립과 통합의 유지, 국제적 지
위 향상 및 더 높은 발전 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현대화된 산업 국
52) 세계은행은 2016년 기준 1인당 소득 1,005달러 이하를 저소득 국가, 1,006~3,955 달러를 중저
소득 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은행 국가 분류기준 참조 https://datahelpdesk.worldbank.
org /knowledgebase/articles/906519-world-bank-country-and-lending-groups(검색일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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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한국-베트남 1차 국가협력전략
내용
베트남의 목표

SEDS 2011~2020 및 SEDP 2011~2015 : 현대적 산업국가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연평균 7~8% 성장으로 1인당 GDP
2,100달러 달성)

CPS 전략목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조 수행을 통해 동반성장 및 개발
전략 수행에의 협력을 통한 베트남의 균형적, 지속적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과 양국간 우호협력, 동반성장 증진

지속가능성장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성장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중점 인적자원 개발 현대화된 산업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고용창출과
분야
빈곤퇴치에도 기여

실행
전략

경제 인프라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관련 역량강화를 통해 경제통합, 국토
의 균형발전, 무역활성화 및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
장 기반을 구축

사업효율성

원조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지속가능성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강화하고 베트남의 자립운영 능력을 육성

원조 조화

현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베트남 및 공여국·
공여기관과의 협력과 원조분업을 확대

자료 : 베트남 국가협력전략(2011).

가로 진입을 기본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2020년 1인당 GDP 3,200 달
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시장경제체제 확립, 인력육성, 인프라 확충 등
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
의 베트남에 대한 협력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중점 분야로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한 환경 및 녹색성장,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직업
훈련, 경제인프라 건설을 위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등을 제시하였다
(<표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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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국가협력전략

2차 국가협력전략이 작성된 2016년에는 베트남의 1인당 GDP가
2,000 달러를 넘어섰다. 2016년 4월 베트남 국회에서 비준된 ‘2016~
2020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는 연평균 6.5~7.0% 경제성장, 1인당
3,200~3,500 달러를 목표로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졸업과 중소득 국
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서 여러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경
제성장률 제고, 경제구조조정 및 성장모델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
<표 4-7> 한국-베트남 2차 국가협력전략
내용
베트남의 목표

CPS 전략목표

SEDS 2011~2020 및 SEDP 2016~2020 : 현대적 산업국으로의 진입
(연평균 6.5~7.0% 성장으로 1인당 GDP 3,200~3,500 달러 달성)
·베트남 중기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공공행정 강화 지원
·과학기술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현대적 산업국가 진입 지원
·보건 위생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정책 개선
·교통 인프라 및 정책, 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중점
분야

공공
행정

·경제사회환경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강화 지원
·법치 시스템 지원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 지원
·취약계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강화 지원

교육

·현대적 산업국가에 적합한 각 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기관 설립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및 질병 관리 역량강화
물관리
지원 보건 ·농촌 종합개발 지원을 통한 기초 보건위생 증진 지원
방향 위생 ·주요 대도시 상·하수도 및 산업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전문 병원 설립을 통한 보건 서비스 강화지원

교통

·교통 분야(도로 및 철도) 정책 및 관리 역량강화
·철도 분야 협력 확대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주요 교통망 건설 지원

자료 : 베트남 국가협력전략(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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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 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2차 국가협력전략에서는 공공행정 분야의 역량 지원, 교육 분야의 고
급 인력 양성지원 및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설립, 물관리 및
기초 보건 위생 지원, 산업공단 폐기물 처리, 보건 서비스 지원, 교통
분야의 도로 및 철도 관리역량, 교통망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등
을 중점 분야로 선정하였다(<표 4-7> 참조).
3) 국가협력전략에 대한 평가
우리 정부가 베트남의 국가협력전략에서 제시한 중점 사업 분야 중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야는 기술·직업훈련 등 인력 양성, 폐기물
처리 등 산업 환경, 교통 인프라 등이다. 즉, 베트남의 SEDP 변화에
서 포착할 수 있는 선진 공업국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확충이
라는 목표에 부응하는 베트남의 산업 관련 사업이 우리의 중점 사업
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서 추
진한 ODA 사업이 인력 양성, 보건 등에 집중된 역사적 경험의 연장선
에서 국가협력전략이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이
면 중진국으로의 진입 직전에 있을 베트남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
려할 때, 앞으로 MDGs나 SDGs에서 강조하고 있는 빈곤이나 질병 퇴
치, 일반 교육 기회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은 빠르게 축소되어야 할 것
이며, 대신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에 부응하는 산업 분야 ODA의 비중이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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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53)54)
2차 베트남 국가협력전략에서도 2016~2020 SEDP에 대해 언급한
것과 같이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서 중소득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맞춤형 원조 방안이 필
요하다고는 밝히고 있으나, 중점 사업 분야가 담긴 개발협력 전략에
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한국의 지금까지 수행한 ODA의 전문 분야가 보건과 교육 분야이
며, 베트남에서 수행한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
다는 사업 수행상의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ODA의 성격상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명시적 목표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 때문일 것
이다. 하지만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국가이며, 베트남
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ODA 전략이 국가협력전략에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
분이다. 특히 2차 국가협력전략이 2020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ODA 자
원의 배분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청사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
업 분야 ODA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한 ODA 자원배분 구조 변화에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관계
가 앞으로 더욱 밀접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협력전략에서 한
국의 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53) 베트남의 빈곤율은 2010년 20.7%에서 이미 2014년에 13.5%까지 감소하였으며, MDGs 중 절
대빈곤 감소(목표 1), 보편적 초등교육(목표 2), 양성평등 증진(목표 3), 질병 감소(목표 6)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목표 4와 5의 보건관련 지표도 일부 달성한 상태이다.
54) 본 연구진의 출장 시 간접적으로 관찰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에서 ODA를 담당하는 기
획투자부(MPI)에서도 기존의 보건이나 교육 등의 분야의 ODA보다는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달성에 도움이 되는 ODA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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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다.
이미 국가협력전략이 수립된 현 상태에서 교육, 물관리, 교통 분야 등
중점 사업 분야 중 산업 ODA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사
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베트남 기업 역량강화, 한국 투자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산업 ODA 수요에 부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

(2)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ODA 현황
한국의 대베트남 ODA 규모는 2002년에서 2015년까지 약 13억 달
러이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를 지원하며 그 비중은
8.6%로 나타났고, 이 수치는 OECD DAC 국가 중 2위 수준이다. 2002
년에서 2015년까지 한국의 공여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인데 반해
최근 5년의 공여액의 비중 8.6%임을 미루어 보건대 한국의 대베트남
ODA는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8>에서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분야별 ODA 지원 동향
을 살펴보면,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 인프라, 다부문, 생산 분야 순이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대
베트남 ODA 분야별 평균 지원 현황은 경제 인프라가 57.9%, 사회 인
프라가 28.9%로 86.8%가 이 두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수치는 OECD DAC 전체 공여국의 지원 분야 구성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OECD DAC 전체 공여국의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5년 평균 수치를 보면, 경제 인프라 분야는 16.8%, 사회
인프라 분야는 38%로 베트남의 구성비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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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한국의 대베트남 분야별 ODA 지원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분야
사회 인프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5

2006~2010

평균 비중 평균 비중

49.6 57.7 59.2 55.2 70.2 58.4 28.9 28.0 47.7

교육

20.1 10.8 14.6 19.6 19.7 17.0

8.4

보건

19.3 34.9 20.4 13.9

8.9 19.5

9.6 14.0 23.9

-

-

-

5.1

8.6

인구

-

-

0.0

0.0

0.0

0.0

수자원

5.8

8.0 17.9 14.9 33.3 16.0

7.9

6.1 10.4

정부 및
시민사회

3.2

2.8

4.4

5.0

6.6

4.4

2.2

1.8

3.1

기타

1.2

1.1

1.8

1.8

1.6

1.5

0.7

1.0

1.8

경제 인프라

94.1 114.6 151.4 102.8 122.1 117.0 57.9 27.3 46.4

교통

87.9 106.2 149.1 96.1 117.6 111.4 55.2 22.8 38.8

통신

5.7

7.8

1.0

5.4

1.6

4.3

2.1

3.8

6.4

에너지

0.1

0.5

1.0

0.5

2.0

0.8

0.4

0.4

0.7

0.1 0.02

0.4

0.3

0.2

0.1

0.1

0.2

0.3

금융
기타

0.01

0.4 0.02

0.3

0.6

0.3

0.2

0.2

0.3

2.6

3.2

7.0 11.2 13.9

7.6

3.8

1.3

2.2

농림수산

1.7

1.8

2.5

3.7

5.2

3.0

1.5

0.7

1.3

공업, 광업, 건설

0.8

1.2

4.2

7.0

8.2

4.3

2.1

0.4

0.7

무역

0.1

0.1

0.3

0.4

0.5

0.3

0.1

0.1

0.2

-

-

-

0.05

0.0

0.0

0.0

생산 분야

관광

0.03 0.02

다부문

3.6 38.8 23.6

8.1 19.1 18.6

9.2

2.0

3.5

물자지원

-

-

-

-

-

0.0

0.0

0.0

0.0

채무관련지원

-

-

-

-

-

0.0

0.0

0.0

0.0

인도적지원

0.2

0.0

0.1

0.3

0.3

0.2

0.1

0.1

0.1

-

-

0.3

0.3

0.1

0.1

0.0

0.1

100 58.7

100

미분류
총계

0.01

150.2 214.2 241.2 178.0 225.9 201.9

자료 : OECD DAC, Online DB 총지출액 기준(검색일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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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경우 경제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 사회 인프라 분야는 10% 정도 낮은 편이다.
특히 경제 인프라 분야 중 교통 부문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경제 인프라 분야 전체 지원액의 95%, 전체 지
원액의 55%를 넘는 수준이다. 2006년에서 2010년 기간과 비교해 보
면 평균 지원액은 전 분야에서 크게 증대되었다. 주목할 점은 사회인
프라 분야의 비중은 47.7%에서 28.9%로 크게 감소한 반면, 경제 인프
라 분야의 비중은 10%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 분야의
경우 전체의 23.9%에서 9.6%로 크게 감소한 것은 베트남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개발 수요 감소 및 ‘2011~2015 사회경제개발계획’에 따
른 1차 국가협력전략에 의한 결과이다. 경제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
원 증가는 베트남의 국민소득 증대를 통한 중소득 국가로의 진입이라
는 목표에 부합하며, 앞으로도 경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가
능성이 높다. 나머지 13.2%는 다부문 9.2%, 생산 분야 3.8%, 인도적
지원 0.1%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산 분야의 경우 지원의 57%가 공
업·광업·건설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림수산 부문에는 39%
정도 지원되고 있다.

(3)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현황
한국의 전체 개도국에 대한 산업 분야 ODA 총지출액은 2006년에
서 2008년 사이 9,200만 달러 수준에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2억
300만 달러 수준으로 7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두 기간의 부문별
변화를 보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통신 부문이 약 50%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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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에너지, 공업·광업·건설, 무역 순이었으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에너지 부문의 비중이 약 62%로 2배 이
상 증가하고, 통신 부문과 무역 부문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표 4-9>).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한국은 대베트남 전체 ODA 2위 공
여국이며, 산업 분야 ODA에 있어서는 5위 공여국이다. 한국은 대베
트남 산업 분야에 7,200만 달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통신 부문
의 경우 비중이 약 56%로 가장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문이
다. 그 다음으로 공업·광업·건설 부문 32.5%, 에너지 부문 8.7%, 무역
부문 2.8% 순이다.
<그림 4-1>의 한국의 대베트남 전체 ODA에서 산업 분야 ODA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산업 분야 ODA의 비중은
27.6%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4% 수준으로 감소하
였다. 2009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기는 하나 5% 수준에 머무

<표 4-9> 한국의 산업 분야 ODA 부문별 지출액 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부문

2006~2008 평균
지출액

2013~2015 평균

비중

지출액

비중

통신

45.7

49.6

45.2

22.2

에너지

23.4

25.3

125.1

61.5

공업·광업·건설

12.8

13.9

23.6

11.6

무역

9.4

10.2

7.8

3.8

관광

0.9

1.0

1.7

0.8

산업 분야 총계

92.2

100.0

203.4

100.0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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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추이
(백만 달러)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르고 있다.
<표 4-10>과 같이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총지출액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400만 달러 수준에서 2013년에서 2015년 사
이 1,100만 달러 수준으로 7년간 2.5배 정도 증가하였다. 두 기간의 부
문별 변화를 보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통신 부문의 비중이
64.8%, 에너지 부문이 17.6%, 공업·광업·건설 부문이 13.3% 수준이었
으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공업·광업·건설 부문은 60.5%로
증가한 반면, 통신 부문은 24.8%로 약 40% 감소하였고, 에너지 부문
의 비중은 11.0%로 약 6.6%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업·광업·
건설 부문의 경우 지출액이 50만 달러에서 650만 달러로 13배 증가하
였는데, 이는 현재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가 공업·광업·건
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 부문의 경우 지출액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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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지출액 규모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부문

2006~2008 평균
지출액

2013~2015 평균

비중

지출액

비중

통신

2.5

64.8

2.7

24.8

에너지

0.7

17.6

1.2

11.0

공업·광업·건설

0.5

13.3

6.5

60.5

무역

0.2

4.3

0.4

3.7

관광

0.0

0.0

0.0

0.0

산업 분야 총계

3.9

100.0

10.7

100.0

자료 : OECD DAC, Online DB(검색일 2017. 8. 15).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감소하였고, 관광 부문의 경우 실질
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는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총 589건이 진행되었다. 부문별로 통신 306건, 에너지 45건, 공
업·광업·건설 180건, 무역 55건, 관광 3건 등이었다. 형태별로는 사업
이 37건, 자문이 10건, 교육·연수·기술 지원이 213건, 봉사단 파견이
329건 등이었다. <표 4-11>은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
젝트의 부문별 대표 프로젝트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 부문에서 가장 큰 금액이 지출된 프로젝트로는 ‘방송 및 IT 장
비 공급’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약 2,400만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세부 설계, 시스템 통합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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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포함한 방송 및 IT 장비 조달이 이루어졌다. 다른 프로젝트로는
‘한·베 친선 IT 대학’이 있으며, 베트남 중부지역 ICT 산업발전에의 기
여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3년제 IT 대학을 설립한 사업으로 이후 2013
년부터 후속 사업을 통한 4년제 대학교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호찌민 정치아카데미 도서관 정보화’ 프로젝트는 호찌민 정치아카데
미 지방분원과 63개 지방성의 학교를 연결하는 전자도서관 구축을 목
표로 실시되었으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에너지 부문의 대표 프로젝트는 ‘배전 자동화 시스템 시범적용 프
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37기의 개폐기와 2기의 SCADA 원격 단
<표 4-11> 2006~2015년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
단위 : 백만 달러

부문
통신

에너지

공업
광업
건설

무역

프로젝트 명

금액

연도

방송 및 IT 장비 공급 프로젝트

7.29

2010

호찌민 정치아카데미 도서관 정보화 프로젝트

1.11

2006

한·베 IT 친선대학 설립 프로젝트

0.73

2006

Quang Binh 태양전지 프로젝트

1.87

2015

배전 자동화 시스템 시범적용 프로젝트

0.40

2007

베트남 원자력 발전 기본계획

0.27

2007

베트남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젝트

0.20

2007

산업 기술 인큐베이터 파크 건설 프로젝트

2.82

2013

한·베 재료 및 부품 산업협력 프로젝트

1.81

2014

전략적 국가기술협력 프로젝트

1.77

2015

산업협력 발전 프로젝트

0.32

2013

한국 IT 학습 프로젝트

0.12

2006

세관행정 능력 강화 프로젝트

0.11

2014

무역 및 투자 진흥정책 벤치마킹 프로젝트

0.09

2012

자료 : OECD CR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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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운용을 담당할 베트남 엔지니어들을 훈
련시키고 각 장비의 사양을 세팅하는 프로젝트이다. 다른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베트남 원자력 발전 기본계획’과 ‘베트남 원자력 발전
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젝트’ 등이 있다. ‘베트남 원자력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고위 공무원을 위한 단기연수 과정, 장기연수
과정, 한국기술대학교에서의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공업·광업·건설 부문의 경우 기술 및 산업협력 등의 프로젝트가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베 재료 및 부품 산업협력 프로젝트’
는 베트남의 재료 및 부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단기 훈련, 기술 이전,
공동 R&D, 정책 컨설팅 등을 실시한 사업이다. ‘산업협력 발전 프로
젝트’는 효과적인 산업 자원 협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으
며, 국가협력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 신흥 시장 및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초청 연수, 세미나, 기술 지원 등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
었다.
무역 부문에서는 무역 촉진을 위한 전문가 파견, 세관기능 강화 및
한국의 무역정책 전수 등에 중점을 두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한국 IT 학습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ICT 전문가들로부
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배우며 국제 협력을 증진하여 글로벌 정
보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정보격차 및 단절 해소를 통
한 무역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무역 및 투자 진
흥정책 벤치마킹 프로젝트’가 있으며, 무역 및 투자 진흥 정책에 대한
교육, 견학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무역 및 수출 중
심 경영 전략에 대한 지식과 교훈을 습득하고 투자 정책을 공유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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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실시하였다.

(5) 베트남 산업 역량강화 관련 ODA 프로젝트
앞의 <표 4-11>에 제시된 프로젝트는 이미 언급한 바대로 통신
(220), 에너지(230), 공업·광업·건설(320), 무역(331), 관광(332) 등을
포함하는 임소영 외(2009)의 산업 분야 ODA 분류 기준에 따라 OECD
DAC의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다. <표 4-11>에서 베트남 산업
역량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는 ‘한·베 재료 및 부품 산업
협력 프로젝트’, ‘전략적 국가기술협력 프로젝트’, ‘산업기술 인큐베이
터 파크 건설 프로젝트’ 정도이다.55)
이와 같이 산업 분야로 분류된 사업 외에 인력 양성, 기업 환경개선,
산업정책 역량 개선, 산업 환경개선 등은 교육, 행정, 환경 등 타 분야
에도 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산업 분야
ODA 분류는 모든 산업 분야 ODA를 고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OICA와 EDCF의 사업목록을 모두 조사
하여 저자들의 판단하에 베트남의 산업 역량강화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을 <표 4-12>와 같이 추출하였다.
중점협력 대상국가로서 베트남에 대해 KOICA와 EDCF가 아주 많
은 건수의 다양한 ODA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이 중에서 베트남 기업
의 산업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수는 많지 않다. 3,500만 달러 규모

55) 산업기술 인큐베이터 파크 건설 프로젝트는 파일럿 사업으로 보이며 2015년에 산업통상자
원부의 한·베 인큐베이터 파크 프로젝트로 발전하였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표 4-13>의 설
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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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역량강화 관련 ODA 사업
단위 : 백만 달러

부문

사업명

금액

연도

사업형태

교육

베트남 박장(Bac Giang) 성 한·베
기술대학 설립사업

10.0

2010

프로젝트

환경

베트남 폐기물 재활용 기술연구
역량강화 사업

1.5

2013

프로젝트

교육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역량강화 사업

3.4

2013

프로젝트

공업·광업·건설

산업 기술 인큐베이터 파크 건설
프로젝트

2.8

2013

프로젝트

교육

베트남 한·베 과학기술연구원
(V-KIST) 설립 지원사업

35.0

2014

프로젝트

공업·광업·건설

한·베 재료 및 부품 산업협력
프로젝트

1.8

2014

프로젝트

1.8

2015

프로젝트

1.9

2017 개발 컨설팅

공업·광업·건설 전략적 국가기술협력 프로젝트
기술·환경·
에너지

베트남 산업계 에너지효율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자료 : KOICA 사업 자료.

의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사업’이나 1,000만 달러
규모의 ‘기술대학 설립’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은 소규모이
다. 과학기술연구원이나 기술대학 설립 사업은 시설 건립에 많은 예
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크다. ‘폐기물 재활용 기술연구 역
량강화 사업’이나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역량강화 사업’은 베
트남의 담당자에 대한 초청 연수와 전문가 파견 등 인적 교류를 통하
여 지식공유 사업들이다. ‘한·베 재료 및 부품 산업협력 프로젝트’나 ‘
전략적 국가기술협력 프로젝트’도 인적 교류 사업으로 지식공유 사업
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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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한국의 베트남 산업 역량강화 ODA 프로젝트
한국의 베트남 산업 역량강화 관련 ODA 프로젝트 사례
■박장(Bac Giang) 성 한·베 기술대학 설립사업
본 프로젝트는 베트남 직업훈련 체제 강화를 위한 사업이지만 한국 기업이 투자
를 많이 하고 있는 박장 성 내에 기술대학을 설립함으로써 베트남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의 폴리텍 수준의
실무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으며, 박장 성 지역의 고용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강
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학교시설 건축, 전기·전자·IT·기
계·자동차 등 5개 공과 교육을 위한 실습 기자재 및 교재개발 지원, 학교 운영을
위한 한국 전문가 파견, 베트남 운영 인력 초청연수로 구성되었다.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역량강화 사업
본 프로젝트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에 실습장비
기자재 및 시설을 보충·보강하고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를 통하여 산업안전 교
육훈련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과 교사양성을 지원하였다.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는 13개 안전보건 체험교육시설과 33종의 실험실습 장비를 갖춘 베트남 최초의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이다.
■한·베 인큐베이터 파크 프로젝트
본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껀터 시에 한·베 인큐베이터 파크를 건설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
하여 한국 1,770만 달러 베트남 340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인큐베이터 파크 건
설뿐만 아니라 파크 운영 전문 기술을 교육하고 운영인력을 훈련시키는 것도 포
함된다. 이를 통하여 인큐베이터 파크의 설립, 관리, 운영 기술과 함께 최신 기술
장비를 제공함으로서 친환경적인 공법 연구, 농수산 및 제조설비(기계) 부문의 고
부가가치 산업 창출, 하이테크 기술보유 상품 제조를 지원하고자 한다. 앞으로 인
큐베이터 파크는 베트남의 기술 역량강화와 함께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기
여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사업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에 산업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V-KIST 설립 및 운영 자문, 연구소 건축, 연구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현지실무 연수, 학위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프로
젝트이다. 이 사업은 KOICA가 주관하고 KIST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
다. 연구소는 하노이 서쪽 40km에 있는 호아락 지역의 테크노파크에 설립되었으
며, 베트남의 산업화를 선도하는 미래형 과학기술연구소로서 한국의 KIST를 벤
치마크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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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베트남 산업 역량강화 관련 ODA 프로젝트 사례
■한·베 재료 및 부품 산업협력 프로젝트
본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제조업의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 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베트남의 고위 공무원, 기업 CEO, 엔
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소재부품산업 육성정책, 기술 분야별 심화교육, 기
술가치평가 실무교육 제공을 수행하였다.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기본교육, 심화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기술가치 평가과
정을 운영하였다. 다루어진 산업은 기계, 금속,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등이며 총
16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다.
■베트남 산업계 에너지 효율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은 베트남 하노이 박닌(Bac Ninh) 성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투
자에 대한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화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시범사업
을 선정하여 투융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후속 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도모하
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는 주로 산업기술이
나 과학 등의 교육이나 연구시설 건립 또는 산업 관련 기술이나 지식
을 공유하기 위한 인적 교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6) 베트남 산업 분야 관련 민관 협력 ODA 프로젝트
KOICA는 민관 협력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
근 베트남에 대한 민관 협력 사업 중 산업 분야와 관련된 사업 등을
찾아보면 <표 4-14>와 같다. 이 중 2개 사업은 가내 수공업 가치사슬
강화가 목적인 민간 개발협력 분야 사업이며, 이외에는 유통산업발
전, 직업기술교육 사업이 있다.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면에서는 다른
ODA 사업과 차이가 없지만 한국의 투자기업들이 자신의 사업과 연
계될 수 있는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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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관련 민관 협력 ODA 사업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협력단체

금액

연도

1,820

2015~2018

-

2014~2017

베트남 유통산업 상생발전
역량강화 사업

롯데그룹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발전연구원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

CJ

베트남 수공예 산업
가치사슬 강화 사업

메가존㈜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2,000

2017~2020

베트남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플랜한국위원회

2,300

2015~2018

자료 : KOICA 사업 자료.

갖게 하는 사업들이다.
‘베트남 유통산업 상생발전 역량강화 사업’은 3년간 베트남의 하노
이와 호찌민에서 유통산업정책수립 연구를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는 KOICA, 한국의 산업자원부, 베트남의 산업무역부, 롯데 등이 참여
하였으며, 호찌민에 유통교육센터의 설립과 함께 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베트남 유통산업발전을 목적을 한다. 특히 롯데가 일부 지원
한 유통교육센터는 베트남 최초 유통교육기관으로서 유통 인력 양성
과 함께 중소상인에게 신유통산업에 대한 이해 등 상생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유통교육센터 내에 롯데 등 유통업체와 연계하
여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 취업을 연계함으로서 인
력 양성과 취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 사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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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나 식품업계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1년 단위로 베트남 취약
농촌 지역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새마을 교육, 농기계 임대
사업, 소액금융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마을자치 역량강화, 마을 공동
작업장 설치 및 농산물 교육 지원 등의 지식공유 등을 통하여 마을의
빈곤가구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업은 농촌 개발 새마을 사업으로 산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
이지만, CJ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업으로 협력하여 특히 고추
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기술 및 종자 지원과 함께 작물을 구매함으로
서 해당 지역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 사업은 CJ로서는 중국 의존
도가 높은 고추 등 원료작물 공급처를 다원화하는 이점이 있다.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 강화사업’은 2017년에 선정되어 시작
하는 사업으로 베트남 수공예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판로를
확대할 목적으로 하노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3년간 추진하기로 하
였다. 이 사업은 KOICA가 민관 협력 사업으로 선정하였는데 한국디
자인진흥원이 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상품
개발 및 브랜드 구축, 메가존(주)이 글로벌 커머스 운영을 담당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수행 경험이 풍부한 비정부기구(NGO)를 사업 파트
너로 선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베트남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사업’은 베트남 하
노이 건설공업대학 내에 실습실을 개보수하고 교과과정 개정 및 기자
재 지원을 함으로써 베트남의 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직업
훈련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현대건설, 현대자동차가 협력
하여 이들 기업의 기술을 전수하고 이를 통하여 양성된 인력이 베트
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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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건설사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 공
급을 확충하고, 이와 동시에 베트남 인력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윈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분야 ODA 평가
베트남은 이제 저소득 국가 수준을 벗어나 앞으로 상위 중진국으
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산업발전은 해외 투
자의 역할이 컸으며, 1인당 소득 수준이나 수출 구조에 비해 베트남의
산업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베트남이 앞으
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상위 중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며, 이와 함께 베트남
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베트남 정부
도 산업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산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현황에 비추어 베트남 정부의 산업전략과 베트남
의 현재의 산업발전의 주된 요인을 고려할 때,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
인 해외 투자의 유입, 이를 유인할 수 있는 베트남 현지기업의 역량
배양, 이를 통하여 베트남 수출 가공 산업의 점진적인 현지화가 이루
어지는 것이 베트남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방
안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수행한 ODA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국가협력전략의 중점 사업 분
야의 변화를 보자. 2011년 1차 베트남 국가협력전략과 2016년 2차 국
가협력전략을 비교하면 중점 분야가 1차 전략에서는 환경,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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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교통 인프라 등이었지만, 2차 전략에서는 공공행정, 교육, 물
관리, 보건 위생, 교통 등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베
트남의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베트남 정책 당국자가 한국에 바라는
ODA 사업 분야인 산업 역량강화가 2차 국가협력전략에서 누락된 것
은 아쉬운 부분이다.56)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ODA
사업을 하는 국가 중에서 베트남이 한국과의 투자와 무역, 나아가 산
업협력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산업
ODA 분야를 중점 사업 분야로 지정하여 산업 ODA 분야의 모범 사례
를 도출하고, 앞으로 한국의 기업이 진출하는 타 개도국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협력전략에서 산업 분야가 중시되지 않음에 따라 한
국의 베트남에 대한 ODA 비중에서 산업 역량과 관련된 생산 분야의
지원 비중은 2015년 3.8%에 불과하다. 물론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는
교통 인프라 건설이나 수자원 관리 사업의 지원 비중이 높은 것은 당
연하지만, 이제 베트남이 중진국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교육이나 보건
분야보다는 산업 ODA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이 지금까지 수행한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의 사례를 살펴
보면 산업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업이 기획되고 있지만 사업의 건수
나 사업 내용 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대학 설립,
과학기술 연구소 설립 등은 인력 양성을 통하여 산업 역량강화에 도
56) 본 연구팀은 베트남의 중추적 정책 연구기관인 베트남 사회과학연구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관련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하였는데, 일반적인 여론은 한국이 베트남에 투
자하여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하지만, 한국이 베트남에서 얻는 수익에 비해 베트남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베트남 정책당국의 불만은 앞으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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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나 기본적으로는 교육 관련 사업이다. 또한 재료 및 부품 산
업협력 프로젝트는, 그 목적 면에서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수출산업
과 관련된 뿌리 지원 산업인 소재부품 산업의 역량을 강화에 바람직
한 사업으로 평가되나, 사업 방식은 주로 강의, 초청 연수, 전문가 파
견 등으로 인적 교류 사업으로 나타난다.57) 여전히 가치사슬에서의 역
할이 저부가가치 조립 단계에 있는 베트남은 기술 수준의 향상이 요
구되고 있으며, 기술자문, 교육, 훈련 등은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수준 향상에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베트남 산업 현
장에서 기업이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강화
사업에서의 모범적인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는 산업 ODA 분야의 사
업 방식이 주로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등 인적 교류가 중심이고, 규
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물 건축 등 하드웨어 공여 사업이 중심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베 인큐베이터 파크 건설 사업’은 한국과 베트남
이 공동 투자하여 사업규모도 크고 베트남의 특정지역의 생산기술 역
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이 앞으
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터 파크의 기능을 확충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기업 투자 유치, 지역 산업 개발 등이 동반되어
야 할 것이다.
비록 사업의 규모가 작고, 제조업 분야가 아니지만 최근 나타나기
시작한 산업 분야 민관 협력 사업에서 산업 ODA의 바람직한 수행 방

57) 앞서 한국의 대베트남 산업 분야 ODA 프로젝트는 형태별로 사업이 37건, 자문이 10건, 교육·
연수·기술 지원이 213건, 봉사단 파견이 329건 등을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사업 형태와 자문
을 제외하면 85% 이상이 기술교육 및 전수, 훈련 등과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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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알아볼 수 있다. 과거 민관 협력 사업이 기업이 자신의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의 ODA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
에서 살펴본 민관 협력 사업은, 기업이 자신의 산업 분야에서 수행한
사업지식을 기초로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산업 현
장의 지식을 전수하고, 기업이 사업의 성과를 유인하는 수요를 창출
함으로서, 관련 산업에서 고용 창출, 생산 확대, 산업기술 발전을 도
모하고 있다.

제5장
결론 :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정책 방향

1.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ODA 방향 전환과 산업 ODA
베트남은 이제 중소득 국가군에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소득과 함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비교우위 산업의 경쟁력
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사
업도 섬유나 봉제에서 전자기기 등 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군으로 이
동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베트남의 수출 증가
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도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
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베트남에 대
한 ODA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ODA 규모에
서 이제는 일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베트
남은 지정학적 위치와 시장규모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주요 시장으로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따라 ODA 수원 규모도 증가하였으나, 베트남
이 저소득 국가에서 벗어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ODA도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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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보건 및 교육 등 사회개발
과 경제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었으나, 베트남의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ODA의 구성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진국에 진입하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점차 유상원조를 줄이고자 하
며, 이에 따라 긴요한 경제 인프라 건설 외에 유상원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며, 보건과 교육 등에 대한 수요도 일부 취약지역을 제외
하면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관
계가 더욱 긴밀해짐에 따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ODA는 앞으로도
규모 있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에 대한 ODA에서 산
업 ODA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58)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일본의 수출가공기지 역할을 한 국가에서 본
연구진이 수년간 정책당국, 현지 기업인,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
과 일본의 투자가 해당 국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며, 산업의 양적인
확대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지만, 기술 이전이나 현지 산업의 역량강
화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만 추구하고 있
다는 비판과 불만이 많다. 현재 한국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베트남
의 정부, 기업, 학계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한다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한국과 베트
남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산업 역량강화에 한
국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이는 산업 현장에 밀접한 산
58) 베트남 정부의 정책담당자, 학계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에 비하여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수차례 들었
으며, KOICA 하노이 사무소의 담당자도 베트남에 대한 보건이나 교육 등에 대한 ODA 필요
성은 줄어들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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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ODA를 통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인프라 건설, 대학이나 훈련 시설을 건립하는 하드웨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연계되고,
이를 통하여 베트남 산업과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것이 한국 투
자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업 ODA가 추진되
어야 한다.

2.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유망 사업 분야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원조 일치와 원조 조화 측면에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수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
는 원조 일치의 측면에서 한국의 산업 ODA는 베트남 기업의 수출산
업과의 연관 관계를 제한하는 제약 해소, 소재·부품 등 수출과 관련된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생산 역량 제고, 실질적인 산업 역량강화 효과
로 이어지는 구체적 지원사업 형태 발굴,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기회 확대 등과 관련된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주요 공여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의 사
례를 분석하고, 한국은 타 공여국에 비해 ODA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
지만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무역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한국이 비
교우위가 있는 부분은 베트남의 수출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베트남의 산업발전과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
환경개선에 모두 도움이 되는 유망 사업 분야는 베트남의 산업 역량
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사업 분야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5장 결론 :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정책 방향

181

분야에 대한 산업 ODA의 강화가 요구된다.
첫째, 베트남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산업 ODA의 강화이다. 다양
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베트남의 수출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ODA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조 일치와
원조 조화 면에서 베트남 제조업의 성장은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수
출산업의 성장이 견인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산업 ODA는 한국의 투
자기업 등 해외 투자기업의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의 기업 역량강
화를 위한 ODA가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 산업의 성장은 베트남이 지
속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베트남의 역내 가치사
슬의 범위 확대와 고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 산업에
서 생산 활동을 하는 베트남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야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생성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의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이들 중소기
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유지되어야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의 경쟁에
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의 일개 중소기업의 혁신
을 넘어서는 베트남 내의 국내 가치사슬의 강화가 필요하고 산업경쟁
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베트남의 핵심 산업 지역에서 혁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도 지
역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 혁신체계의 개념하에 수출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은 1970년대 이후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운영
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위한 ODA는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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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유망한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번째
로 유망한 사업 분야는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관련 사업
들이다.
세 번째는 베트남의 수출산업 육성과 관련된 지원이다. 베트남 정
부의 산업발전전략에 있어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산업 육성과
함께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력 배양도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이
를 위하여 수출 브랜드 육성, 수출신용, 수출프로젝트 이행보증 제공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산업 육성 지원에서 한국은
이미 다양한 경험을 하였으며, 정책개발과 집행에서 비교우위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ODA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베트남의 수출산업 육성에 대한
ODA가 유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베트남의 산업 ODA를 위한 유망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 산업클러스터 구축, 수출산업 육성 분야 등이다. 여기서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세부 사업 분야를 찾아서 효과적인 사업을 설계하고 수
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유망 사업 분야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설계와 수행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유망 사업 분야에서의 사업 방식은 기존의 정책 자문,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 경
쟁력 현황 조사, 마케팅 지원, 산업 기술협력 등 현장의 구체적인 애
로를 타개하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사업에 대한 접근 방안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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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효과성 제고 방안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원조 일치와 원조 조화 측면에서 한국이
베트남에 지원할 수 있는 산업 ODA 분야를 알아보았다. 원조 일치와
원조 조화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5대 원칙의 주요 요
소이다. 파리 선언에서 제시한 원칙은 이외에 수원국의 주인 의식, 개
발 결과 지향, 공동 책임 등이다.

(1) 산업이나 지역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원조에 있어서 수원국의 주인 의식 원칙은 자국의 개발에 대한 리
더십을 존중하고 수원국의 역할 발휘를 위한 능력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 ODA에서 정책 자문, 초청 연
수, 전문가 파견 등의 사업이 많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원조에 있어
서 수원국의 주인 의식 원칙에 일치하는 사업들로서 수원국 정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개발 컨설팅을 넘어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산업이나 지역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 ODA에 대한 비판 중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이 건물 신축, 기자
재나 장비 공여 등 하드웨어 위주의 일회성 프로젝트 사업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최근 들어 하드웨어 공여뿐만 아니라 기
관의 운영과 사업 관리 지식을 공여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도 시설 건축이나 기자재 공여가 많다. 하드웨어 공여식 프로젝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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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수원국의 참여가 없는 일방적인 공여 방식이므로 지원의 확장성
이나 지속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본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 형성 단계에서 대상, 지역 선정, 사업 방식 등에 대해 베트남 당
국과의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일단 사업이 형성되고 나면 사업 집행 단
계에서는 베트남 현지와의 소통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베 인큐베이
터 파크 사업’의 경우에도 보면 시설 건립, 운영 관련 교육 및 훈련 등
의 순으로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초청 연수 등을 통한 일방적 교
육보다는 주변의 기업 또는 학교나 연구소를 참여시켜 현지에 맞는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김세원 외(2014)에서 보고한 UNIDO의 산업클러스
터 지원 방식에 관심을 둘 만하다. UNIDO는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건설하는 데 지원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생산 집적이 이루어진 지역
에서의 수급의 악화나 여건 변화로 생산 활동이 부진한 특정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3자적 입장에서 지역 내 신뢰와
거버넌스 구축, 지역 클러스터 혁신체제의 강화, 산업 활동의 포용성
확충 등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한다. UNIDO의 지원 방식은 해당 지
역 내 제도 운용 담당자나 프로젝트 관리 요원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을 설계하고 공동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프로젝트 책임자 또는 기술자문자로 불리는 프로젝트
조정자와 클러스터 개발 에이전트가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팀이 구성
되어 지원사업을 운용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조정자나 클러스터 개발
에이전트는 해당 지역 내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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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조직이 합의를 도출하여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인자 역할을
한다. 물론 물적 지원도 동반되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행동을 유인하
는 데 집중되며, 대신 실질적인 클러스터 성과 제고는 지역 내 공공이
나 민간기구의 역량강화와 집단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프로젝트 개발
에이전트는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행동 조정을 통해 나타나는
성과를 모니터링, 평가하며 사업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클러스터 관련 조직과 기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
속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사업을 종료한다.
현재 KOICA는 산업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하지
만 대부분의 전문가가 정부 부처, 대학, 연구소 등에 구체적인 과업
이 없이 자문 활동만을 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현지에
서 과업을 발견하고 자문 이상을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수동적인 자문 활동에 그치고 있다. 적어도 산업 ODA 사업
의 전문가 파견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임무하에 UNIDO
의 프로젝트 조정자나 에이전트로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와 함께 산업 ODA 사업 형성 초기 단계에서 해당 지역이나 산업
의 현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수원국의
ODA 부처에서 조정된 사업 수요를 보고 부처 관계자와의 조정을 통
하여 사업을 선정하지만, 산업 ODA에서의 주인 의식이 가장 중요한
집단은 해당 산업이나 지역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사업의 설계 초기 단계부터 평가까지 사업의 전 주
기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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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지향적 ODA 사업의 집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협력
과 ODA 사업은 대부분 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산
업이나 기업 수준의 개발협력보다는 직업훈련센터, 기술대학, 연구소
등의 건물 건축이나 설비 제공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 자문도 대부
분 거시적 산업전략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파리 선언
에서의 결과 지향 원칙이란 개발협력의 실질적인 결과를 성과로 간
주하고 결과에 밀접한 사업을 형성하고 사업의 평가도 투명하게 결
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업의 목표도 구체적으
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베트남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산업 ODA는 간접
적으로 베트남의 산업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지만, 이 사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성취되는지는 측정하기도 힘들고 평가하
기도 힘들다.
따라서 첫째로, 현재의 건물 수, 초청 인원의 수, 기자재 지원 금액
등 투입 지표보다는 사업을 통하여 성취되는 결과 지표를 사업 형성
단계에서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결과 지표는 가능한 계량화할 수 있
는 지표를 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결과 지표 개발 과정을 통하여 사
업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로, 만약 계량적 결과 지표가 도출
되지 못할 경우,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매우 구체적
으로 설정해야 한다. 베트남의 산업 역량강화, 수출 증대 등과 같은
모호한 목적은 배제하고, 사업을 통하여 베트남의 특정 지역, 특정 산
업의 구체적인 변화나 성과를 도출한다는 자세한 사업의 목적과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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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내용의 적합성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
째, 이를 통하여 앞으로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는 산업 현장과 밀
접한 사업 내용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사업을
통한 베트남의 산업이나 기업 역량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
한 예측과 이를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산업정책전략연구소
(IPSI)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U는 EU-베트
남 다국간 무역 지원 프로젝트(EU-MUTRAP) 사업을 통하여 베트남의
EU에 대한 수출과 EU 국가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있
다.59) 이 사업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수행되는 사
업으로 베트남의 대외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원조 사업이다. 이 사업
에서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수출 정책개발, 정책자문, 협약 체결 등
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EU와의 수출과 투자를 지원한다. 장기
적으로는 EU-베트남 간의 FTA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국제협약 역량
강화, 투자와 무역 촉진에 필요한 사회 및 경제 환경개선 등 투자 유치
정책 자문, 투자와 무역 관련 정보, 규제, 시장 기회 등에 대한 정책당
국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유럽 시장 접근을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포괄적 파트너십과 협력(PCA)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EU-베트남 협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EU-베트남
간의 무역, 투자 분야의 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무역
원조 ODA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59) EU-MUTRAP, http://mutrap.org.vn/index.php/en/about-eu-mutrap-2(검색일 2017.10.8) 참조.

188

베트남 산업발전전략과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정책 방향

세계은행에서는 ‘저부가가치 함정을 극복하는 제조업을 위한 새로
운 접근’이라는 제목하에 베트남 산업의 경쟁력 고도화에 대해 연구
하고 있으며,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는 베트남의 자동차산업을 위
한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y) 강화를 위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베트남의 자동차 수요와 관련된 세제, 도
로 등 제반 여건, 베트남 내 자동차 부품 공급자의 현황, 베트남 내 자
동차 조립 기업의 부품 조달 과정 등을 조사하고 산업통상부가 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 JICA가 일본의 와세대 연구
팀과 베트남 산업통상부 내 IPSI와 공동 연구를 의뢰하여 추진되었으
며, 베트남의 생산 역량강화와 앞으로 일본 자동차 기업의 베트남 진
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60) 이렇게 연구 사업이나 정책 컨설팅
도 모호한 정책 자문보다는 특정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
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미츠비시연구소(MRI)는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IPSI와 수행하였다.61) 이 사업은 현재는 트
럼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TPP)하에서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접근, 수출 증대, 원자재 생산 확장, 산
업구조조정,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
과 일본 정부의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
다. 앞으로 베트남이 CMT에서 OEM/ODM/OBM으로 나아가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양성, 기계와 정비, 생산 관리, 마케팅 등에 대한 포괄
60) JICA and ISPI(2016) 참조.
61) Mitsubishi Research Institute(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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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산업 분석을 통하여 베트남과
일본의 보완적 구조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TPP 시스템하에서 베
트남 섬유산업의 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연구소
에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본의 섬유·의류 기업의 어려움
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하여 베트남의 섬유산업의 SWOT에 대응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
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의 산업 ODA에서의 지식 공유나 정책 자문 사업도 거
시 산업전략보다는 수원국의 산업발전을 주도하거나, 중요하지만 어
려움이 있는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정 산
업에서의 해당국의 포지션, 가치사슬, 장애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자
문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교역이나 투자 관계 측면에서 해당 국
가의 산업발전이 한국의 해외 투자와 상생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
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집중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산업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사업 목적이 명시화
될 때 사업운영 방식도 결과 지향적으로 될 것이며, 사업평가 방식도
투입보다는 결과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다.

(3) 사업 수행 방식의 개선
이상에서는 파리 선언에서 제시한 원조 효과성 원칙에 의거하여 베
트남에 대한 산업 ODA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
의 산업 ODA가 하드웨어 공여 중심의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베트남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베트남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 타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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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원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산업이
나 기업의 역량강화, 특히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베트남
의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사업 분야는
수출산업이나 이를 지원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육성,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구축, 베트남 수출산업 육성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며, 이 분야의 비중이 많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형성부터 평가
까지 사업의 전 주기에 되도록 현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의 내용은 목적이 모호한 거시 산업전략보다는 베트남 기업의 생
산이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의 관점에서 사업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접근 방안도 중요하다. 한국 ODA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분절화된 사업 방식이며, 사업의 분절화에 대해서는 유상원조
와 무상원조 간의 분절화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사업의 성격에 있
어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분절화는
무상원조 사업 간의 분절화가 더 문제이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는 대부분이 일회성이며 타 사업과 연계되어 지원을 도모한 경
우를 찾기 힘들다. 한 국가의 산업발전은 기술, 자본, 노동 등 모든 면
에서 산업의 역량이 확충될 때 가능하다. 또한 ODA도 관련된 사업들
이 연계되어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때 모범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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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ODA 협업화

유망 사업 분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시설물을 건설
하는 하드웨어 프로젝트가 아니라 베트남의 산업이나 기업의 역량
을 강화하는 사업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밀접한
사업이 개발되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ODA 전담 기구로서 베트남
의 현장에 대한 지식과 사업 경험이 풍부하다. 하지만 이들 조직은 산
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산업 분야 전문 조직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한·베 인큐베이터 파크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단체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주관 조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큐베이터 파크 프로젝트는 사업 규모
도 크고 시설물 건축과 함께 조직의 운영과 관리 등을 지원하고 구체
적인 산업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기술 역량강화, 이와 함께 인큐베이
터 파크를 통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껀터 시의 교통 등 인프라, 직업훈련, 교육 등 현
지의 사회경제적 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껀터 시는 메콩강 삼각주
에 있는 베트남의 4대 도시로서 베트남 쌀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며, 역내에 껀터대학, 경제기술대학 등이 설립되어 있는 등 교통
인프라, 인적자원 등에서 베트남의 타 지역에 비해 여건이 좋은 곳이
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베트남 중부
지역 등은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 많으며, 이러한 곳은 산업 ODA 지
원과 함께 산업, 에너지 분야 또는 기술대학 지원 등 타 ODA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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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 분야 정책이나 기술 조직의
산업 분야 전문성과 KOICA의 현장 사업 전문성이 융합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민관 협력의 활성화
베트남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주체는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
업들이며 타 분야 사업보다 산업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이
기 위해서는 산업 ODA 사업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산업 ODA는 교육이나 보건 등 공적인 목적보다는 경제 주체의 이
윤 추구라는 사적인 목적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원 자체가 개인
의 이윤 추구 활동에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지원의 성과는 개인의
이윤 추구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실질적인 성과가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에 따라 기업과의 밀접한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
의 경우에는 사업의 형성 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공간
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업 수요 조사의 방식을 현재 시
스템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공적원조의 성격상 현재 산업
ODA 수요는 주로 ODA 주관 부처인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의해 조정되고 산업 ODA 형성도 기업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공적 영역에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공적 영역에서 벗어나 베트남 현지기업 또는 한국의 베트남 투자
기업과의 소통을 통하여 산업 ODA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기
업의 참여하에 사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정부 기관이나 대학과는 달리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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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야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 밀착형이기 때문에 민관 협력
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결과 지향적 사업을 새로이 발굴할 가능
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산업 ODA 사업과는 차이가 있
지만, 최근 베트남 수공업이나 농촌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은 매
우 구체적이고 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의 부품, 소재, 원자재 생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를 한국의 기업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접근하
면 베트남 기업의 ODA 사업에 대한 참여도 활성화되고 결과도 구체
적인 지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산업 ODA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에 대한 우호적
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 ODA를
통한 CSR의 제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국외에서의 CSR 활동으로 매년 임직원 해외봉사단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CSR 활동으로 베트남의 아
동에게 친환경 놀이기구 제공, 베트남의 타이응우옌의 오지농촌마을
봉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62) 하지만 이러한 일회성 봉사단 파견을 통
한 활동은 효과의 지속성에서 한계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통
62) 삼성전자의 CRS 활동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웹사이트에 보고된 사례는 ‘지난해 삼성전자는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을까요?’ https://news.samsung.com/kr/%EC%A7%80%EB%82%9C%ED%95%B4%EC%82%BC%EC%84%B1%EC%A0%84%EC%9E%90%EB%8A%94-%EC%96%B4%EB%96%A4-%EC%8
2%AC%ED%9A%8C%EA%B3%B5%ED%97%8C-%ED%99%9C%EB%8F%99%EC%9D%84-%ED%8E%B
C%EC%B3%A4%EC%9D%84%EA%B9%8C(검색일 2017.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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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베트남 사회로 하여금 한국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진정성
에 대해서 인식시키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이
기업 활동과 CSR 활동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인식의 한계 때문으로 보
이며, ODA 담당 기관이 교육이나 사업 제의를 통하여 기업의 CSR 담
당자가 산업 ODA와 CSR 활동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본 연구진이 현장 조사시
방문하였던 민간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사
업(GYBM, Global Young Business Manager)과 한국의 인력 양성이
나 교육기관 관련 ODA 사업을 비교함으로써 산업 ODA의 개선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한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ODA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에 투자한 현지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한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산업발
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우선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인력 양성 관련 ODA 사업에 대해 알아
보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의 2016~2020 SEDP나 한
국 정부가 작성한 2차 베트남 국가협력전략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
하고 있는 것이 고급인력 양성이다. 한국의 CPS에서는 베트남의 인력
양성 분야의 개발 수요로서 경영자·관리자 역량강화, 고급 기술자 역
량강화, 신기술 분야의 핵심 대학·학과·연구소 육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의 ODA 역량에 비추어 기술·직업 교
육 및 훈련(이하 TVET)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 IT·BT·환경 분야의 혁
신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 및 산학연 협력체계 지원에 한국 ODA
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한·베 과학기술연구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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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IST)설립 지원,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현재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TVET 제도의 한계 및 베트남 공적 기관의 운영 역량 등
을 고려할 때, ODA가 실제 베트남의 산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
여하는 것을 측정하기 힘들며, 이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산업 ODA는 교육 분야의 사업보다는 실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이 당면한 현실은 중
저소득 국가 수준에서 필요한 산업 역량 제고이며, 현재 베트남의 산
업의 추동력은 한국 등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술 유입과 고용증가에
있다. 물론 V-KIST나 산업기술대학 등도 베트남의 산업 역량 제고에
기초적인 사업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 해
외 투자기업의 현지화를 위해 요구되는 베트남 현지기업에 필요한 기
술이 개발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지
산업의 여건상 V-KIST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조직의 연구개
발 성과가 산업 성과로 나타나는 데에는 매우 긴 시간이 요구된다. 이
는 한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
립되었지만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는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하였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양성도 필요하지만, ODA를 통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ODA 사업의 효과성이나 한
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더욱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에 투자한 한
국 기업의 경우 기업 활동에 필요한 현지의 중간 관리자나 기술자를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중간 관리자나 기술
자는 당장 베트남 기업의 생산 역량강화에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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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이 현재 수요하는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효
과를 가지고 오는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현재 민간 비영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
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Global Young Business Manager)을 알아보
자.63) 이 사업은 한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재 베트남 과정에서는
100명을 선발하여 10.5개월간 연수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강조하는 것은 현지의 어학 능력, 세계경제 동향이나 해외 비즈니
스 관행 등을 숙지하는 글로벌 역량, 자기 경영 등 리더십 역량, 협상
과 갈등 관리, 인성 등 기본 역량과 함께 사업 기획, 재무 회계, 영업
마케팅, 무역 실무, 생산 및 품질 관리 실무, 법무 홍보 실무, 문서 작
성 등 직무 역량의 배양이다. 1년간의 연수교육을 통하여 현지에서 활
동할 준비가 된 청년층을 배출하고, 이들을 현지 진출 한국 등 외국
의 투자기업에 취업시키고 있으며, 취업 후에도 주기적인 정기 간담
회, 멘토와의 미팅, 창업 펀드 지원 등을 통하여 사후 관리를 하고 있
다. 현재 이 사업은 선발된 인원에게는 숙식을 포함하여 무료로 진행
되고 있으며, 사업 재원은 80여 개의 한국 기업 및 기관이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한국의 인력 양성 분
야 ODA 사업과 차이가 있다. 첫째, 장기 연수이다. 현재 ODA 사업으
로 분류되는 장학금 지원이나 전문가 파견 등은 사업 기간이 길지만,
대부분의 ODA 연수 사업은 1개월 내의 단기 연수이다. 하지만 이 사
업은 1년 단위로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길다. 둘째, 사업의 목표가
63) 대우세계경영연구회에서 2017년까지 7회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미얀마, 인도네시
아, 태국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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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당장 필요
한 기능과 직무 역량을 교육하고 교육 연수생의 목표도 명확하다. 반
면 ODA 연수 사업은 인적 교류, 실무자 견학 등으로 연수의 목표가
모호하다. 셋째, 사업의 운영 주체가 민간이고 지원도 민간기업이 하
며 시장의 수요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TVET 제도의 문제점에서 보다시피 ODA를 통한 공적
운영시스템은 산업 분야 수요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운영도 경직적
이다. 넷째, 사업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사업의 평가도 쉽게 측정된다.
즉 사업의 성과는 수료생의 취업 현황과 취업 후 근속 현황에서 계량
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사업의 수료생이 취직이 되지 않고 취직이 지
속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이다.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은 한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
업으로서 ODA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대상과 사업 내용을 전환하면
ODA 사업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는 인력 양성 사업으로 고려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현지 진출 기업은 소재나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
고, 핵심 인력이나 공장 설비도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관리 방식은 현재 베트남의 산업 역량에 비추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산업협력의 유지·진전과 베트남의 산업
역량 발전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당연히 해외 투자 초기에는 현
지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의 단순 노동만을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만,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현지의 정치사회적 정서, 기업의 사회적 책
임, 베트남의 발전에 따르는 저임금 노동력의 고갈 등을 고려하면 순
차적으로 한국의 투자기업의 현지화와 기업 전략이 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지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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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현지화를 위한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ies)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우선, 한국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박닌, 하이퐁 지역에서
의 기능직 인력 수요, 인력 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소규모 사
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재원은 ODA 재원과 필
요할 경우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기관의 운영을 베트남
의 공적 조직에 맡기기 보다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기관에 맡기고, 지원은 하되 자율성을 주고 모니터링 하는 방식
을 따라야 한다.
3) 지역 집중과 패키지화
한정된 자원하에서 한국이 베트남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모든 분야
에서 ODA 지원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의 소규모 분절된 사업구
조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 ODA
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성취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성공된 모범 사례는 한국 ODA의 성과
를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모범 사례를 타 지역에 적용
될 수 있다면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앞에서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의 유망 사업 분야가 중소기업 육성, 산업클러스터 구축, 수출산
업 지원 등에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산업 ODA는 베트
남의 특정 수출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여 베트남
산업 역량강화의 모범 사례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과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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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이 앞으로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는 점
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기업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상대
적으로 산업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산
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기업을 따라 한국의 중소 하청기업 군이 지
역에 있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이 다수 있지만 지역적으로 산업 생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한국의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에 장애로 작용하는 지역의 인
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는 것
은 베트남의 지역 산업발전과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개선에 모두 도
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한·베 인큐베이터 파크 사업’은 껀터
시에 투자하였는데, 이 지역에는 현재 한국 기업이 2개 기업만 투자하
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섬
유·봉제 산업에 종사하던 중소기업이 베트남 남부 호찌민과 인근 지
역에 진출하였으며, 2008년에 삼성전자가 북부 하노이 인근 박닌에
진출하며 인근 산업단지에 협력 업체들이 동반 진출하였고, LG 전자
도 하노이 인근 하이퐁에 진출하였다.64) 특히 섬유·의복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호찌민 등 대도시의 중심부에 입지해 있다가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지가와 임금이 낮은 주변부로 이동하며 점차 호찌민이
나 하노이의 인근 주변부로 생산 기지를 이동시키고 있다. 박닌이나
하이퐁과 같은 경우 베트남 정부의 관심도 많고 한국의 대기업이 중

64) 구양미(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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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되어 산업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지만, 섬유·의복 등 소비재 산업
의 중소기업은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함께 새로운 생산 입지 모색이나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이러한 업종도 단
순 노동력에 의존하는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조립 단계
에서 가치사슬의 전방이나 후방으로 생산을 이전 시켜야 하며, 이것
은 생산 입지 주변의 인력 고도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새로운 생산 입
지에 필요한 산업 인프라, 특히 공단의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새로운 입지가 건설될 경우 원·부자재 조달
등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
를 통하여 베트남 산업 역량이나 인프라 측면에서의 기업의 장애요인
을 파악하고 ODA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산업클러스터 구
축, 수출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 대한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호
찌민이나 하노이 등 일부 대도시와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
지만, 베트남의 주변부인 기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이나 정보도 많은 편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베트남 정부는 특히 취약 지역에 대한 지역 산업 개발을 중요한 산
업전략으로 여기고 있으며, 베트남의 지방 정부도 지역 산업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산업 ODA가 한국 기업의
새로운 투자처와 생산 입지와 관련된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면 베트남
정부의 산업전략에도 일치하고 한국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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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of Vietnam and
Korea’s ODA for Industrial Development of Vietnam

Sewon Kim et al.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how Korea can help Vietnamese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ODA. Its goal is, first,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s ODA for industrial development of Vietna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and the current stage of development of Vietnam.
Second, this study tries to improve the ODA of Korea by suggesting
desirable approaches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ODA programs
for industrial development.
To find out desirable direction and approach of Korea’s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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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Vietnamese industrial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based on the principles suggested by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such as ownership, alignment, harmonization,
managing for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Through this, this
study tries to overcome the chronic weakness of Korea’s ODA such
as lack of contents, fragmented small projects, and input-oriented
program design.
Following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the chapter 2 overviews
the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of Vietnam and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tries to find
out the ODA demand of Vietnam in terms of aid alignment.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Korea’s ODA in terms of aid alignment as
follows. First of all, the Korea’s ODA should focus on the enforcement
of linkage between local indigenous firms and export industries of
Vietnam which are growing rapidly thr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Korea’s ODA which strengthens the production capability
of local firms not only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production
capability of Vietnamese firms but also assist the operation of foreigninvested firms including Korean firms in Vietnam. Therefore, the
Korea’s ODA should concentrate on production capability building
of Vietnamese SMEs which support the export industries through
business connections.
With limited ODA resources, the Korea’s ODA should design costeffective programs such as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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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rade facilitation. The design of
ODA program should respond to the demand of Vietnamese firms
through the collection of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bottlenecks
in the shop floor. It requires more participation of firms, which
suggests more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n ODA process.
Chapter 3 overviews the ODA to Vietnam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explores the ODA of important donor countries such as Japan,
US, Germany, and Australia.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ODA to Vietnam in the industrial area suggests the direction of
Korea’s ODA in terms of aid harmonization as follows. Considering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in providing ODA and current
industrial cooperation,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focus on the
production capability of firms in export industries through enforc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Chapter 4 evaluates the ODA of Korea to Vietnam. Both the first
and the second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do not take ODA for
production capability building of Vietnamese firms as major ODA
areas. Therefore, the budget share is relatively low and the number
of projects is small for production capability enhancement of firms in
Vietnam. The projects mostly consist of building school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human exchange such as training visit to Korea and
dispatching experts.
Chapter 5 suggests the direction of Korea’s ODA based on the results
from chapter 3 and 4 and desirable approach for aid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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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share of ODA for industrial development, particularly
production capability of local firms should be increased while the
share of ODA for other areas needed for low-income countries should
be decreased. Second, the promising programs of Korea’s ODA for
industrial development could be designed in three areas such as
enforcing production capability of SMEs, building effective industrial
clusters, and supporting export industries. Thir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DA, the programs should be designed so as to
include the local stake-holders from the stage of program design to
the implementation and the evaluation in the end. It enhances the
ownership of aid. In addition, the program should be managed with
the focus on results rather than inputs. It requires the program should
be more responsive to the demand of firms in the industries. Next,
the ODA for industrial development requires the collaboration of
various groups such as ODA agents and organizations with industrial
expertise 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s, particularly firms.
Finally, the ODA for industrial development should be designed as
a package which includes projects on various related issues such as
human resource,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The income level of Vietnam which now belongs to the lower
middle income country according to the World Bank classification and
the vision of Vietnam which tries to move upward to upper middle
income country by 2035 implies that Vietnam should struggle with
the problems of middle income countries, so called middle-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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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 problems. Without industrial upgrading and diversification
toward higher technology industries, Vietnam cannot continue to
grow. The industrial strategy declared by the Vietnamese government
reflects the imperativeness of industrial upgrading and diversification
and perceives the importance of foreign direct inducement to the
manufacturing sector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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