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산

업

이

슈

점

검

일본의 베트남 투자확대와 시사점-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대한 일본 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베트남 계획투자부(MPI)에 따르면, 일

일본의 미쓰비시는 베트남에 자동화 조립공장
설립

본은 베트남에 4,200개의 프로젝트에 약 580억
달러를 투자하여 대베트남 투자국 중 2위를 차
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베트남 신규 등록 사업은

베트남 정부는 자유무역정책의 확대와 함께 자
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219개로 총 투자 자본은 9억 7,200만 달러였다.

특히 베트남은 자동차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이러한 일본의 베트남 투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

위해 부품 및 조립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

이다. 일본무역진흥회(JETRO) 하노이 사무소의

인하고 있다. 이미 미쓰비시는 2018년부터 베트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내 일본 기업의 69.8%가

남 남부의 Binh Duong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

향후 1~2년 이내에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확대할

립하여 단순한 조립을 넘어 부품조달 및 본격적

계획이 있다고 밝혀, 태국(52.2%)과 중국(48.7%)

인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응우옌 쑤언 푹(Nguy-

의 사업 확대 응답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en Xuan Phuc) 총리는 2019년 7월 1일 일본 도쿄

났다.

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도요타, 캐논, Yusen
Logistics, Sojitz, JXTG 등 일본 기업에 추가적인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투자를 위해 베트남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를 설

따른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

명하였다.
베트남은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이 철

일본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확대는 미·중 무역

폐되는 2018년을 대비하여 자국 내 자동차 제조·

분쟁의 여파로 베트남이 중국의 대체생산기지로

조립 공장의 성장을 추진하였고 부족한 기술과 시

부상한 것에 기인한다. 베트남은 올해 1월 CPTPP

설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금 및 인허

발효와 6월 30일 체결된 EU와 베트남 자유무역

가 관련 우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협정(EVFTA)에 이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의 대베트남 자동차산업 투자가 확대되면 우리나

(RCEP) 참여 등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 현대, 기아 자동차의 현지법인은 치열한 시장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은 베트

경쟁에 직면할 전망이다.

남 현지 생산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려는 외국기

자료 : Vietnam News, 2019.7.1.

업에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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