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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우리나라의 해외플랜트 수주액은 254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61%
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플랜트 수주가 급증한 것은 국내 기업들
의 경쟁력 향상이나 수출선 다변화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에 기인하기보다 고
유가에 따른 산유국들의 오일머니 확대와 플랜트 증설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
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베트남 역시 산
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흥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에 대한 투자
가 활기를 띠면서 건설 및 플랜트 시장도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인프라 부문 투자소요액이 향후 5년간 2,7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고, 이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큰 발전플랜트 분야가 약 1,4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은 플랜트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한 우리에게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베트남 역시 연간 시장규모가 향후 55억∼6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규모가 큰
전력플랜트 등의 현지 진출시 가능하면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local partner와의 협업 강화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
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과도한 대중국

의존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회
피하기 위해 인도에 대한 관심과 투
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연평균 7.5%의 높은 성장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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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이후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수립을 토대로 산
업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인도와 함께 베트남이 신흥 유망시
장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공업화
를 위한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의 노
력이 신규 플랜트설비 발주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주요국의 국별 투
자 및 플랜트 발주 동향과 우리의 진
출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인도
(1) 투자 관련 주요 정책과 환경
인도는 1991년 7월 신경제정책 도
입을 계기로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
는 모든 투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
였다. 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의 간소
화와 외국인 소유지분이 40% 이상인
기업에 대한 송금규제 완화 및 외국
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동
등한 대우 등이 주요 내용이며, 직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FDI 허가를 완
화하고 과실송금도 허용하고 있다.
2004년도에 설립된 Investment
Commission이 2006년 7월 재무부 장
관인 Mr. Palaniappan Chidambaram

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인도의
FDI에 대한 전략을 알 수 있다. 요지
는 적극적인 FDI를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것으로, 첫째는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대만 등과 같이 인도
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
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
력을 경주하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기존 투자 진출국들의 인도
에 대한 투자도 보다 확대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는, 잠재적 투자가능 기업으로 위원회
가 지목한 93개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도 전략을 추진하는 방안이다.1)
외국인 투자 인허가 관련 기관은
연방준비은행(중앙은행:RBI), 외국투
자촉진위원회(FIPB), 외국투자실시
청(FIIA), 그리고 산업지원국(SIA)
등이 대표적이다. RBI(Reserve Bank
of India)가 자동승인제도에 따라 업
종별 정책 및 투자한도 범위를 초과
하지 않거나 해외 직접투자가 허용되
는 업종에 대해 투자를 승인하며, 재
무 부 산 하 기 관 인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서
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의
투자승인 업무를 맡고 있다.
FIIA(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uthority)는 직접투자인
가 이후부터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해외투자가의 투자상담 창구 역할을

1)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India Country Report September 2006 참조.

54

KIET 산업경제

신흥 유망시장의 플랜트 발주동향과 진출방안

<표 1>

인도 투자기업 리스트
회 사 명

국적

프로젝트 수

LG

한국

27

IBM

미국

15

Cognizant Technology

미국

15

Intel

미국

13

Microsoft

미국

12

Samsung

한국

12

Evergreen Marine

대만

11

Bose

미국

11

Hewlett-Packard

미국

11

HSBC

영국

11
10

GE

미국

Hyundai Motor

한국

10

Volkswagen

독일

10

Deutsche Post

독일

9

기타

1,690

합계

1,867

주 : OCO Consulting(Financial Times, 2006년 1월 26일자 발췌).

하고 있다.
인도에서의 외국인 투자 현황을 보
면, 총 1,867건(2002년 1월∼2005년
10월 기준)으로 이 가운데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업체의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국가별 비중은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이 압도적(47.4%)이며 영국
(11.3%), 독일(5.8%), 일본(4.4%),
한국(3.0%), 프랑스(2.9%)의 순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IT분야가 가장 많고,
전자, 금융서비스, 중공업, 교통시설,
부동산 및 관광레저 순이다.

(2) 건설·플랜트 시장추이 및 전망
주요 부문별 수요를 보면, 인도의
Investment Commission은 향후 5년
간 인도가 인프라 부문 투자를 위해
필요한 사업규모를 2,690억 달러로 추
정하고 있다.2) 한편, 인도정부는 인프
라 부문 개선을 위해 7개 섹터를 우
선개발 부문으로 선정하였는데,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발전설비 분
야’
이며 동 부문에 대한 투자예상액
은 약 1,400억 달러로 전체 사업비의
1/2을 상회하고 있다.

2)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India Country Report September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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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Oil and Gas’분야가 향후
5년간 300억∼350억 달러,‘Roads’분
야가 250억∼300억 달러, ‘Telecommunication’ 분야가 220억 달러,
‘Civil Aviation and Airport’
분야가
150억∼170억 달러,‘Coal’분야가 150
억 달러, “Ports”분야가 100억 달러
등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5년 12월 22일 Manmohan
Singh 수상은 지방경제를 활성화한다
는 취지하에 대대적인 지방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을 발표하였다.3)
주요 내용은 향후 4년 동안 총 1조
7,000억 루피(380억 달러)를 투입하
여 전력설비를 확충하고 도로망을 개
선하는 것이다. 고립된 마을을 연결
할 14만 6,185㎞의 신규 도로를 건설
하고 19만 4,131㎞의 기존 도로를 보
수할 계획이며, 전기 공급이 없는 10
만여 개 마을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
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재원은
대부분 농업 및 지방개발은행(National Bank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 NABARD)에서 조
달될 예정이며 특정분야에서는 민간
참여도 허용토록 하고 있다.
다음은, 인도 프로젝트의 발주에 따
른 제한적 관행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Indian Oil Corporation
(IOCL)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3) Infrastructure Journal(2005. 12.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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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외자재의 사용 등 다양한 제한적
관행이 존재한다.
국영화력발전공사(NTPC)가 추진
하는 프로젝트는 외국업체의 참여가
거의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자체 자금으로 추진
되는 공사는 CIF 가격에 7.5∼15%를
추 가 하 여 입 찰 평 가 하 는 Local
Preference의 일종인 Purchase Price
Preference(PPP)를 시행하기 때문
이다. NTPC가 추진하는 발전 프로
젝트는 90% 이상이 석탄화력발전 프
로젝트로 EPC Turnkey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는데, 인도정부는 경제개
방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
목하에 국영 기전업체인 Bharat
Heavy Electrical Limited(BHEL)
가 생산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local
preference를 15%가량 부여하고 있
다. 따라서 외국업체가 EPC 프로젝
트에서 BHEL과 경쟁하여 프로젝트
를 수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플랜트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구체
적인 사례로는‘ONGC(Oil and Gas
Corporation)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계
획’
과 ‘JINDAL STEEL WEST의
제철 프로젝트’등을 들 수 있다. 전
자는 ONGC가 인도 남부 Mangalore
에 1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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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은 ONGC의 자회사인 MRPL
(Mangalore Refinery and Petrochemical Ltd)이 생산하는 연산 200
만 톤 규모의 나프타를 이용, 95만 톤
의 파라자일렌과 15만 톤의 벤젠을
생산하는 것이다.
후자의 제철 프로젝트는 인도 현지
업체인 JINDAL STEEL WEST
(JSW)가 추진하고 있는 76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연간 1,000
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과 제철소
가 필요로 하는 전기공급을 위해
800MW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다.

3. 베트남
(1) 투자 관련 주요 정책과 환경
먼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규를
보면, 「통합 기업법(Common Enterprise Law)」
을 제정, 시행한 점이 두
드러진다. 베트남에는 세 개의 각각
다른「기업법」
이 존재하였다. 먼저 국
내 기업에는 「국내기업법(Law on
Promotion on Domestic Enterprise)」
이 적용되고, 국영기업은 「국
영 기 업 법 (Law on State owned
Enterprise)」
, 그리고 외국기업은「외
국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
이 적용된 것이다. 통합「기업
법」
은 베트남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차별을 없애고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차이도 철폐한 것이 주요 골자
라고 하겠다.
한편, 외국 건설, 플랜트사의 진출
형태는 베트남 내 법적지위 보유 형
태와 미보유 형태로 나누어진다. 베트
남 내 법적지위를 보유한 경우에는
베트남 내에서 독자적인 법인인감을
사용하고 납입 자본금 한도 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최소 자본
금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투자
허가부서는 투자자본금(Investment
Capital)과 건설업 경험을 포함한 신
용(Credit)을 중시하여 투자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베트남 법적지위 미보유 형태, 즉
대표사무소, 연락사무소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외국 건설사는 계약자
로서 베트남에서 건설업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로 부 터 건 설 허 가 증
(License of Contractor)을 사전 취
득해야 한다. 이는 계약한 공사에 한
해 건설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현지파트너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1개 사 이상의
현지 기업에 하청을 주어야 한다.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 현황은
2006년 5월까지의 총투자액을 기준으
로 할 때, 투자규모가 536억 달러이
며, 이 가운데 약 283억 달러가 실제
로 집행되는 등 FDI가 비교적 활발히
20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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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베트남의 주요국별 FDI 추진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총투자액 합계

2006년

신고액

집행액

대만

57

7,899

2,860

싱가포르

79

7,717

3,640

일본

310

6,741

4,710

한국

435

5,809

2,609

홍콩

615

4,370

2,112

영국령 버진 제도

7

2,803

1,302

프랑스

24

2,184

1,101

네덜란드

15

2,029

1,924

말레이시아

318

1,873

757

2

1,572

862

태국
미국

3

1,470

806

영국

13

1,298

642

기타

137

5,537

4,087

합계

2,015

53,636

28,256

자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July 2006(Vietnam).
주 : 2006년 5월 말 누계기준임.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내역을
주요국별로 보면, 신고액을 기준으로
대만(79억 달러), 싱가포르(77억 달
러)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3위는
일본으로 67억 달러를 나타냈으며 한
국은 58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면서
규모 면에서 4위를 차지해 베트남의
주요 FDI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일본이 47억 달러로 1위
를 기록하고 있고, 싱가포르, 대만, 한
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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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문별로 보면, 총투자 산정액
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121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국가는 물론 베트남 정부가 동 산업
의 육성을 위해 FDI에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공업과 다식분야
가 100억 달러 규모로 2위를 차지하
고 있고, 수송 부문과 통신 등 사회
인프라 투자가 78억 달러로 3위에 랭
크되어 있다. 베트남 정부가 제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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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부문별 베트남의 FDI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총투자액 합계

2006년
중공업
석유 및 천연가스
경공업 및 다식

신고액

집행액

1,011

12,088

6,153

0

1,898

4,434

235

9,970

5,400

11

3,417

1,698

호텔 및 관광업

310

3,605

2,199

사무실, 아파트 및 건설

410

7,088

2,184

5

7,812

4,003

농림어업

수송 및 통신

자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July 2006(Vietnam).

<표 4>

베트남의 주요 지역별 FDI 내역
단위 : 백만 달러
총투자액 합계

2006년

신고액

집행액

호찌민(남부)

653

하노이(북부)

485

9,845

3,442

동나이(남부)

73

8,724

4,007

빈즈엉(남부)

61

5,238

1,891

바리아 붕따우(남부)
하이퐁(북부)
기타 지역

13,084

6,145

311

3,211

1,255

50

2,095

1,234

239

10,576

9,907

자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July 2006(Vietnam).

한편,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내역을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부
호찌민지역이 131억 달러로 외국기업
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권역으
로 나타났고, 다음은 하노이지역이 두
번째로 총투자규모가 98억 달러를 상
회하고 있다. 이외에 동나이(87억 달
러), 빈즈엉(52억 달러), 바리아 붕따

우(32억 달러)지역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각각 2∼4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기의 세 개 지역은 모두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한 호찌민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FDI는 하노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베트남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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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플랜트 시장추이 및 전망
베트남은 전기, 에너지, 교통, 상하
수도, 통신 등 기본적인 인프라 공급
이 저개발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
여 향후 인프라 건설수요가 매우 큰
편이다. 연간 건설·플랜트시장 규모
는 약 55억∼60억 달러로 추정된다.
GDP 대비 건설투자 비율이 17∼18%
수준으로, 총 건설투자액의 50%는 민
간부문에서 발주되고 있고, 나머지는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상황이다. 소득
수준 향상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라
아파트, 호텔, 관광리조트 건설을 위
한 국내 및 해외투자 프로젝트도 증
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교통망 확충과
전력생산 설비 등 인프라건설을 최우
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프라건
설을 위한 자금은 주로 공적개발원조
(ODA)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
ODA 자금은 2003년 25억 달러,
2004년 28억 달러, 2005년 34억 달러
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인프라부문
중 교통망과 전력생산 설비가 가장
많은 ODA 지원 대상이다.
플랜트와 관련된 최근 프로젝트의
내역을 보면, 먼저 베트남 공업성
(Min. of Industry)이 향후 5년간
6,870만 달러(1조 1,000억 Dong)를
투자하여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로 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라이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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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까이, 하쟝, 랑선으로 공업성은
동 계획을 통해 전력난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게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는 푸꾸옥(Phu Quoc)섬의 풍
력발전소 건설계획이다. 껜쟝성 인민
위원회는 Viet Cuong사가 BOT방식
으로 추진하는 푸꾸옥섬 풍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상
기 지역 전력망 확충계획의 일환이며
향후 2020년까지 An Thoi와 Ra-da
산 북부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을 골자로 하고 있다.
셋째, 베트남 정부는 2009년까지
세 곳의 정유소(합계 처리능력 1,450
만 톤/연(29만 배럴/일)) 가동을 추
진하고 있는데, 제1정유소는 꽝가이성
에 약 25억 달러를 투자, 2008년 말이
나 2009년 초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
고 있다.
넷째는 베트남 정부가 중장기적 관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
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이다. 베트
남 원자력 에너지연구소(Vietnam
Atomic Energy Institue, VAEI)에
따르면, 2020년경 베트남의 총발전량
은 1,650억kWh로 예상된다. 재활용
에너지와 인접 국가에서의 전력수입
등으로 200억kWh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기의 전력수요가 2,000
억∼3,000억kWh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원전으로 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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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동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흥시장
을 대상으로 한 수출다변화 노력이다.
인도, 베트남 등 신흥 아시아권역의
플랜트 수주 확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아시아권역
의 플랜트 지역별 수주점유율이 우리
나라는 최근 2년 동안 15%(2005년),
14%(2006년)를 차지한 데 비해, 일
본은 동 점유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진출방안
국내 플랜트 관련 업계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에 LNG
프로젝트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GTL(Gas to Liquid) 분야의 세
계시장 진입은 아직 쉽지 않은 상황
이다. 다만 국제 고유가에 기인한 산
유국들의 플랜트 발주 증가와 이에
따른 국내 업계의 수주확대가 기자재
수출로 이어지면서 최근 2∼3년 동안
플랜트 수주액의 괄목할 만한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오일쇼크 이후에 우리
가 경험하였듯이 유가하락 ⇒ 산유국
들의 재정악화 ⇒ 중동지역 플랜트
물량감소 ⇒ 국내 전체수주액 둔화로
이어지는, 외부환경에 민감한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표 5>

(1) 인도시장 진출방안
인도는 막대한 잠재수요가 가시화
되면서 신흥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빠
르게 구축해 가고 있다. 건설·플랜트
와 관련하여 인도는 우수 인력이 많
아 현지화 추진이 용이할 뿐 아니라,
인력조달 아웃소싱의 전략적인 거점
으로 제3국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
키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양질의 기술자와 중급의
시공 현장요원이 풍부한 점은 강점이
라고 하겠다.

한·일 플랜트 수주액 중 아시아권역의 점유율 비교
단위 : %
중동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

비고

한국

53

15

5

24

2005년 기준

일본

38.5

28.7

14.3

9.3

2006년 상반기 누계 기준

자료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내부자료.
日本機械輸出組合, 2006年 上半期 海外 Plant Engineering 成約實績調査 分析報告書,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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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정책과 현실의 괴리 현
상이 여전히 많고, 종교 갈등도 다소
불안한 요소이지만 의회민주주의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적 격변 가능성이 작고,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기조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인도를 중심으로 서남아 지역의 건
설 및 플랜트시장 수요는 매우 큰데,
최우선 순위가 전력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사업에 부여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의 프
로젝트는 막대한 금융부담과 사업위
험이 따르고 그 구조가 복잡하며 수
많은 이해관계자가 개입되기 때문에
진출 시 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노하
우 축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업레벨에서의 진출 시 국내 여타
기업 혹은 제3국 기업과의 제휴도 리
스크 해소 차원에서 중요하다. 아울러
전력 플랜트와 같이 발주규모가 큰
사업들은 국내 유관업체를 포함한 공
동진출 방안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
본의 관·민합동 ‘인도전력 연구회’
는 벤치마킹 사례이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유의해
야 할 점으로는 먼저 상관행과 문화
의 이질성이 크고, 자연조건, 현장운
영 그리고 행정, 섭외 등 제반 물리
적, 인위적 환경이 우리에게 여전히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
울러 시장규모는 크지만 까다로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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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잔존하는 폐쇄성 때문에 licensor나 투자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수익
을 올린 외국업체의 사례가 많지 않
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베트남 시장 진출방안
베트남의 건설 및 플랜트시장 진출
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현지 건설
사(Local Partner)와의 밀접한 협력
관계 구축이다. 현지 파트너가 베트남
에서의 사업에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베트남 정부 및
발주기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함
으로써 공공부문 입찰에서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음은 물론, 현지기업은 입
찰 시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은 베트남 진출의 주요 관건
이다. 외국계약자가 현지기업과 파트
너십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현지기업에 하청을 주어야 하
는 법률적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진출형태는 베트남 시장에서 전반
적인 활동을 원하는 경우는 투자진출
(합작 또는 100% 단독투자)이 필요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표사무소
설립으로 충분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현지
파트너가 있다면 대표사무소가 필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나 공공기관 가운데 자
체적으로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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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MOTC(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ENV(Education for Nature Vietnam),
PetroVietnam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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