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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베트남의 경제성장

9

●  베트남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2020 년에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

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베트남은 2.9%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베트남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회복하여 동남아시아 지역 내 다른 국가들보다 지속적으로 높

은 6~7%의 안정적인 연간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국내총생산(GDP) 기준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 2015-2030)1

그림2. 국내총생산(GDP) 기준 베트남의 경제성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2

베트남의 경제성장 0.1
0.1 베트남의 경제성장

0.2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0.3 베트남의 주요 경제 부문

0.4 베트남의 건설촉진 산업분야

1 출처: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베트남 통계 총국(GSO),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2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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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베트남의 인구 증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베트남 인구가 1억 명

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평균 39%를 차지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체 인구의 평균 68%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3. 베트남의 총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 (단위: 백만 명, 2015-2030)3

표 1. 베트남의 총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 (단위: 백만 명, 2015-2030)4

2015 2020 2025 2030 평균 (2020-2030)

전체 인구 92.68  97.34  101.11  104.16 

생산가능 인구 65.16  67.11  68.46  69.65 

도시 인구 31.33  36.35  40.95  45.57 

총 인구 중 비율

생산가능 인구 70% 69% 68% 67% 68%

도시 인구 34% 37% 41% 44% 39%

●  2020년에 베트남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지수에서 190개가 넘는 나라 

중 70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는 국가 및 지역 규제 환경의 주요 측면들과 함께 그러한 규제가 자국 내 중소

기업들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끼치는 영향을 반영한 지표다. 10개로 구성된 각 지표 마다 최고 100점 

씩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역의 종합 점수는 모든 지표의 평균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환경평가에 대한 베트남의 총 점수는 해당 지역(동아시아 및 태평양) 평

균보다 높다.

그림4. 베트남 및 주변지역(동아시아 및 태평양)의 기업환경평가 점수 (2020)5

●  2019년과 비교할 때, 2020년에 크게 개선된 사업활동 지표는 (1) 세금 납부, (2) 자금조달이다.

표 2. 베트남의 총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 (단위: 백만 명, 2015-2030)6

분야 활동 2019 2020 변동 값 (2019-2020)

사업 수행 사업 전반 68.6 69.8 1.20 
창업 사업 개시 84.8 85.1 0.30 

사업장소 확보
건설허가증 관련 업무 79.0 79.3 0.30 
수전 (전기 공급) 87.9 88.2 0.30 
재산 등록 71.1 71.1 -   

재무 평가
자금조달 75.0 80.0 5.00 
소액 투자자 보호 54.0 54.0 -   

일상업무 처리
세금 납부 62.9 69.0 6.10 
국제 교역 70.8 70.8 -   

안전한 사업 환경에서 업무 수행
계약 이행 62.1 62.1 -   
지급 불능 해결 38.1 38.0 (0.10)

5 출처:  세계은행, EY 파르테논 (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6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3 출처:  유엔(UN), 세계은행,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4 출처:  유엔(UN), 세계은행,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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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베트남의 FDI 등록 자본금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8.9%의 연평균성장률

(CAGR)로 성장했다.

그림6. 베트남의 투자등록 FDI 및 투자집행 FDI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8

●  2020년 기준, 한국, 일본 및 싱가포르가 금액 측면에서 베트남에 FDI를 가장 많이 제공한 국가이다. 누적 

FDI의 대부분은 제조업에 대한 투자(59.2%)였고, 건설업에 대한 FDI는 2.8%를 차지했다.

 그림7. 2020년 12월까지 국가별로   
제공한 FDI 누적 (%, 2020)9

그림8. 2020년 12월까지 산업별로   
누적 FDI  (%, 2020)10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0.2●  베트남에 등록된 투자자본은 (1) 외국인직접투자(FDI), (2) 국영기업, (3) 비국영기업 등 세 가지 유형의 

기업에서 확인된다.

그림5. 베트남의 부문별 투자자본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7

●  외국인직접투자(FDI) : FDI 기업은 비율에 관계 없이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자본을 보유한 기업을 포함한

다. 이 유형은 (1) 100% 외국인 투자 기업, (2) 국영기업과 외국파트너 간의 합작투자회사, (3) 외국파트

너와 그 밖의 국내파트너 간의 합작투자회사 등으로 구성된다.

●  국영기업 : 국영기업에는 (1) 100% 국영 자본을 보유한 기업, (2) 정부가 정관자본의 50% 이상을 보유

한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 등이 포함된다.

●  비국영기업 : 비국영기업에는 정관자본금을 개인, 민영기업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국내기업이 포함된다

(총 정관자본금 중 정부가 보유한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됨). 비국영기업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민영기업, (2) 합자회사(일반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3) 민영 유한책임회사, (4) 정부가 정관자본금 총

액의 50% 미만을 소유한 유한책임회사, (5) 정부 투자자본이 없는 주식회사, (6) 정부가 보유한 정관자

본이 총 정관자본금의 50% 미만인 주식회사.

7 출처: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베트남 통계 총국(GSO),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8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9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10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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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처:  재정부,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2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3 출처:  베트남정부,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  2020년 기준 호치민시는 12.5%로 가장 많은 FDI를 유치했고, 하노이는 9.7%를 차지했다. 박닌(Bac 

Ninh)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처로서, 박닌(Bac Ninh)에 대한 총 FDI 중 한국 투자자의 FDI

가 54.1%를 차지했다11.

그림9.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성별 누적 FDI 금액(%, 2020)12

●  현재 베트남에는 24개의 시와 성(Province)으로 구성된 4대 주요 경제지역이 있다. 이 시와 성은 베트

남정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베트남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곳들로, 경제활동 및 

기술교육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표 3. 2020년 12월 31일까지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역 및 시와 성의 누적 FDI 목록13

주요 경제지역 총 누적 FDI(December 31, 2020)

지역 시/성 프로젝트 개수 금액 
(단위: 백만 달러(USDm))

I. 북부

1. 하노이 6,382 36,236.7 

2. 흥옌(Hung Yen) 488 5,277.6 

3. 하이퐁(Hai Phong) 851 20,314.0 

4. 꽝닌(Quang Ninh) 143 6,787.7 

5. 하이즈엉(Hai Duong) 477 8,804.2 

6. 박닌(Bac Ninh) 1,635 19,812.7 

7. 빈푹(Vinh Phuc) 451 5,271.8 

II. 중부

1. 투아티엔 후에(Thua Thien - Hue) 120 3,868.1 

2. 다낭(Da Nang) 852 5,554.0 

3. 꽝남(Quang Nam) 221 6,054.3 

4. 꽝응아이(Quang Ngai) 59 1,962.7 

5. 빈딘(BinhDinh) 93 1,085.3 

주요 경제지역 총 누적 FDI(December 31, 2020)

지역 시/성 프로젝트 개수 금액 
(단위: 백만 달러(USDm))

III. 남부

1. 호치민시 9,942 48,222.5 

2. 빈즈엉(Binh Duong) 3,937 37,579.6 

3. 바리아 붕따우(Ba Ria - Vung Tau) 495 32,742.7 

4. 동나이(Dong Nai) 1,742 31,754.6 

5. 떠이닌(Tay Ninh) 338 7,680.6 

6. 빈프억(Binh Phuoc) 331 3,262.9 

7. 롱안(Long An) 1,233 8,498.9 

8. 띠엔장(Tien Giang) 126 2,745.1 

IV. 쿠롱(Cuu Long) 
강 삼각주

1. 껀터(Can Tho) 83 739.4 

2. 안장(An Giang) 27 270.9 

3. 끼엔장(Kien Giang) 62 4,808.1 

4. 까마우(Ca Mau) 10 150.1 

총계 30,098 29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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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처: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6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산업 및 건설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주도하고 있다. 총 부가가치 (GVA: 

Gross value-added) 생산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산업 

및 건설 부문과 서비스 부문이 총 부가가치 (GVA)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지속

적으로 증가했다. 즉, 베트남 경제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20년에 산업 및 건설 부문은 총 부가가

치 (GVA) 중 41%를 차지했으며, 이는 44%인 서비스 부문 비중과 거의 같은 규모다. 

그림 10.  베트남의 총 부가가치 (GVA) 생산 규모 (단위: 십억 달러 (USDbn), 2015-2020)15

표 5. 베트남의 총 부가가치 (GVA) 생산 규모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16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GVA 116 121 127 135 143 148 

서비스 부문 GVA 50 53 56 59 63 64 

산업 및 건설 부문 GVA 45 47 50 54 58 61 

농업 부문 GVA 21 21 21 22 22 23 

총 GVA 중 차지하는 비율

서비스 부문 GVA 43% 44% 44% 44% 44% 44%

산업 및 건설 부문 GVA 39% 39% 39% 40% 41% 41%

농업 부문 GVA 18% 17% 17% 16% 15% 16%

●  베트남 경제는 크게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산업 및 건설, (3) 서비스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표 4. 베트남의 경제 부문14

업종 분야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및 관련 서비스 활동

임업 및 관련 서비스 활동

어업 및 양식업

산업 및 건설

채광 및 채석

제조

전기 및 수도의 생산 및 분배, 상수도, 폐기물 관리 및 처리 활동

건설

서비스

도매 및 소매 거래, 차량 및 오토바이 수리

운송 및 보관

숙박 및 식품 서비스 활동

정보 통신

금융, 은행 및 보험 활동

부동산 활동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활동

교육 및 훈련

보건 및 사회복지 활동

예술, 연예 및 오락

기타 서비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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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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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활동은 2020년 기준 누적FDI 금액이 두 번째로 많았다. 수출 활동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부동산 

부문에 대한 FDI는 산업 지역, 교통 건설, 항구, 창고 및 도시화 전반에 걸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장, 공장 근로자 주택, 그리고 공장 근로자를 위한 의료, 교육 및 쇼핑 건물 복합 단지

를 포함한 산업분야의 건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해외 법인들이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함에 

따라 베트남은 첨단 산업 관련 부동산프로젝트를 더 많이 유치하고 있다. 

 

- 누적 FDI 금액에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모든 FDI가 포함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 누적 FDI 1 = 총 누적 FDI 0 – 만료된 FDI 1 + 신규 등록 FDI 1 

(만료된 FDI는 (1) 해당 연도 내에 완료되었거나 (2) 철회된 프로젝트의 FDI로 구성됨) 

 

그림 13.  부동산 부문 FDI - 2020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및 신규 등록 
               (단위: 십억 달러 (USDbn), 2015-2020)19

●  베트남의 부동산시장은 다음과 같은 6 개 분야로 나뉜다.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북부 시장 및 남부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각각의 대표 도시는 하노이와 호치민이다. 

• 상가용 부동산 

• 사무실 

• 아파트 및 서비스 아파트 

• 호텔 

• 빌라 및 타운하우스 

• 산업용 부동산 

19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7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8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  다음의 4대 산업이 베트남 건설시장을 촉진하는 산업분야다. 

• 부동산 

• 교통 

• 제조활동 

• 에너지 

 

A. 부동산 

●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부동산시장은 연평균성장률(CAGR) 13.5%로 성장했다. 이 산업은 2020

년에서 203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11.4%로 계속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  부동산시장 (단위: 십억 달러 (USDbn), 2015-2030)17

●  부동산 활동은 2015-202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베트남 GDP의 3.3%를 차지했다. 

그림 12.  GDP 중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 2015-2020)18

베트남의 건설촉진 산업분야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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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 지역 개요

호텔

하노이
2021년 2분기 기준 하노이의 호텔 객실 이용률은 25%임. 백신 출시로 인해 
여행객 수요가 생기고 여행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호텔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호치민시
수 많은 중급 호텔들이 격리 시설로 전환되었음. 이 부문의 실적은 좋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끝난 이후에는 여행객이 다시 늘어나 객실 이용률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빌라 및 타운하우스

하노이

팬데믹으로 인해 부동산 구매자들의 수요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시골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완료되면서 이동 시간의 상당한 
개선과 맞물려 이러한 추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합리적인 가격범위에 속하는 
단독 주택(토지 및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모두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호치민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그러나 신규 프로젝트가 도시 전체에 분산되어 있어 좋은 
선택지들이 있음. 상가가 구매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

산업용 
부동산

하노이

대부분의 산업 부동산은 쯔엉미(Chuong My), 탁텃(Thach That) 및 동안(Dong 
Anh) 등의 지역에 있음. 하노이는 기존 9개 산업단지 외에 5개 산업단지를 더 
추가할 계획임. 사용률은 평균 90%로 높음. 하노이의 토지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흥옌(Hung Yen) 및 하이즈엉(Hai Duong)과 같은 도시로 
투자처를 이동하고 있음.

호치민시
대부분의 산업 부동산은 빈짜잉(BinhChanh), 투득(Thu Duc), 냐베(Nha Be) 
및 꾸찌(Cu Chi) 등의 지역에 있음. 호치민시는 기존 18개 산업단지 외에 5개 
산업단지를 더 추가할 계획임. 사용률은 평균 85%임.

B. 교통 

●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교통 부문 (도로, 철도, 수로, 항공 등 4대 교통 유형의 총계로 계산함)은 

연평균성장률(CAGR) 8.3%로 성장했다.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교통 부문은10.3%의 안정적인 

CAGR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교통은 4대 교통 유형 중 평균 46.6%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도 계속 주요 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베트남 부동산 부문 분야별 현황 (2021년 2분기)20  

부동산 분야 지역 개요

상가용 부동산

하노이

브랜드들은 연중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확장을 연기하고 있음. 식음료(F&B) 
브랜드는 온라인 판매 및 배송 서비스를 통해 점유율을 지탱하고 있음. 한편, 
티파니앤코(Tiffany & Co), 포르셰(Porsche) 등의 명품 브랜드가 베트남시장에 
진출했음.

호치민시
소매상들은 신규 지점을 여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 그러나 식음료(F&B) 체인점은 
확장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국제 브랜드들이 베트남에서의 확장 계획을 유지하고 
있음.

사무실

하노이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특히 호안끼엠(Hoan 
Kiem) 지역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 이 
지구가 완공될 시, 지하철을 기반으로 한 도심 지역 분권화가 촉진되고 미드 
타운(Mid Town) 구역에서 공급되는 양질의 부동산 물량에 대한 관심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호치민시
빈탄(Binh Thanh) 및 7군에 새로운 부동산이 공급되며 CBD의 분권화가 
계속되고 있음. 금융, 교육 및 기술 등의 업종이 사무실 공간을 찾는 주요 수요처 
역할을 하고 있음.

아파트 및 서비스 

하노이

아파트: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프로젝트의 진행이 늦춰지고 프로젝트 개시도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옴. 도심 분권화 계획 외에도, 고급 부동산과 리노베이션 및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도 있음.

서비스 아파트: 웨스트 레이크(West Lake)구역 부동산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이 국외거주자들에게 인기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임. 한편, 
하이즈엉(Hai Duong), 타이응옌(Thai Nguyen) 및 박장(Bac Giang) 지역의 
활발한 산업 활동은 출퇴근이 편리한 하노이 벨트지역의 서비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향후 커질 것임을 시사함.

호치민시

아파트: 건설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보류된 상태이고 새로운 프로젝트 개시는 
거의 없음. 많은 부분 주식 거래로 증가한 부유층이 고급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음.

서비스 아파트: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봉쇄로 발생한 불황을 이겨낼 
수 있었음. 또한 국외 거주자의 귀환/입국으로 인해 FDI 이행이 늘어나면서 이 
부문이 향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0 출처:  Savills, Collier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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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24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25 출처:  신흥 시장 정보 서비스(EMI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 부문은 평균적으로 베트남 GDP의 3.4%를 차지했다. 

그림 15.  GDP 중 교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 2015-2020) 23

 ●  교통 부문에 대한 FDI는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계속 증가했다. 

그림 16.  교통 및 창고업 부문의 FDI – 2020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및 신규 등록 

(단위: 십억 달러 (USDbn), 2015-2020) 24

 

C. 제조활동

●   제조 부문은 농업, 식품 및 음료 (F&B), 산업 제조 등의 제조활동으로 구성된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제조 부문은 연평균성장률(CAGR) 12.1%로 성장했다. 이 부문은 9%의 CAGR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7.  제조시장  (단위: 십억 달러 (USDbn), 2015-2030)25

 

21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22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그림 14.  교통시장 (단위: 십억 달러 (USDbn), 2015-2030)21

 

표 7. 교통시장 (단위: 십억 달러 (USDbn), 2015-2030)22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교통 4.9 5.5 6.3 7.1 8.2 7.3 8.0 8.8 9.9 11.1 12.4 13.5 14.9 16.3 17.9 19.5

도로 2.1 2.4 2.7 3.1 3.6 3.3 3.6 4.0 4.6 5.1 5.8 6.4 7.0 7.7 8.5 9.4

철도 1.0 1.1 1.3 1.5 1.7 1.5 1.7 1.8 2.1 2.3 2.6 2.8 3.1 3.4 3.7 4.0

수로 0.9 1.0 1.1 1.2 1.3 1.3 1.3 1.4 1.5 1.7 1.8 1.9 2.1 2.2 2.4 2.5

항공 0.9 1.0 1.2 1.3 1.6 1.2 1.4 1.6 1.7 2.0 2.2 2.4 2.7 3.0 3.3 3.6

교통 부문 중 차지하는 비율

도로 43% 44% 43% 44% 44% 45% 45% 45% 46% 46% 47% 47% 47% 47% 47% 48%

철도 20% 20% 21% 21% 21% 21% 21% 20% 21% 21% 21% 21% 21% 21% 21% 21%

수로 18% 18% 17% 17% 16% 18% 16% 16% 15% 15% 15% 14% 14% 13% 13% 13%

항공 18% 18% 19% 18% 20% 16% 18% 18% 17% 18% 18% 18% 18% 18%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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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처:  신흥 시장 정보 서비스(EMI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29 출처:  신흥 시장 정보 서비스(EMIS),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30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그림 20.  가전제품 제조시장 (단위: 십억 달러 (USDbn), 2015-2030) 28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가전제품 제조는 평균적으로 베트남 GDP의 9.3%를 차지했다.

그림 21.  GDP 중 가전제품 제조가 차지하는 비율 (%, 2015-2020)29

2. 수산물

- 수산물 제조 분야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10.8%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수산물 제조는 CAGR 10.0%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  수산물 제조시장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30)30

26 출처:  신흥 시장 정보 서비스(EMI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27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 부문은 평균적으로 베트남 GDP의 65.5%를 차지했다.

그림 18.   GDP 중 제조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 2015-2020)26

●  제조 부문에 대한 FDI는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계속 증가했다. 

그림 19.  제조 부문에 대한 FDI – 2020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및 신규 등록 
 (단위: 십억 달러 (USDbn), 2015-2020)27

 

●  제조 부문의 성장은 제조용 건물 및 제조/창고 면적의 확장과 관련된 건설 수요가 늘었다는 것을 나타낸

다. 가전제품, 수산물과 더불어 의류, 가죽 및 관련 제품 등 주목할 만한 제조 상품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긍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가전제품 

- 가전제품 제조 분야에는 개인용 전자제품(통신 및 오락용)과 생활 가전제품이 포함된다. 가전제품 제

조는 2015 년에서 2020 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21.3%를 기록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

다.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이 분야는 CAGR 9.4%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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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35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36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D. 에너지

●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에너지 부문은 연평균성장률(CAGR) 1.8%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이 부문은 

CAGR 8.2%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6.  에너지시장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30)34

●  에너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베트남 GDP의 23.3%를 차지했다.

그림 27.  에너지 부문이 GDP 중 차지하는 비율 (%, 2015-2020)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조 공급 부문에 대한 FDI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계속 증가했다.

그림 2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조 공급 부문에 대한 FDI - 2020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및 
               신규 등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36

31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32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33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산물 제조는 평균적으로 베트남 GDP의 0.2%를 차지했다.

그림 23.  GDP 중 수산물 제조가 차지하는 비율 (%, 2015-2020)31

3. 의류, 가죽 및 관련 제품

- 의류, 가죽 및 관련 제품 제조 분야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8.9%로 성장

했다.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이 부문의 CAGR은 1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4.  의류, 가죽 및 관련 제품 제조시장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30)32

- 의류, 가죽 및 관련 제품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베트남 GDP의 1.1%를 차지했다.

그림 25.  의류, 가죽 및 관련 제품 제조가 GDP 중 차지하는 비율 (%, 2015-2020)33



28

제0장 베트남 경제 개관 0.4 베트남의 건설촉진 산업분야 

29

39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40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41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그림 31.  석탄, 갈탄 및 무연탄 채광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30)39

- 석탄, 갈탄 및 무연탄 채광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베트남 GDP의 2.6%를 차지했다.

그림 32.  석탄, 갈탄 및 무연탄 채광 부문이 GDP 중 차지하는 비율 (%, 2015-2020)40

3. 석유 및 가스 관련 Upstream 활동

- 석유 및 가스 관련 Upstream 활동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0.7%를 기

록하며 성장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이 부문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7.2%의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  석유 및 가스 관련 Upstream 활동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30)41

37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38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  에너지 부문의 성장은 시설 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에너지 부문

의 하위 업종에는 (1) 전력 생산, 송전 및 배전, (2) 석탄, 갈탄 및 무연탄 채광, (3) 석유 및 가스 관련 

Upstream 활동 등이 포함된다.

1. 전력 생산, 송전 및 배전

-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력 생산, 송전 및 배전은 연평균성장률(CAGR) 5.5%를 기록하며 성장

했다. 이 부문은 앞으로도 CAGR 7.6%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9.  전력 생산, 송전 및 배전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30)37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력 생산, 송전 및 배전 부문은 평균적으로 베트남 GDP의 11.5%를 차지

했다.

그림 30.  전력 생산, 송전 및 배전 부문이 GDP 중 차지하는 비율 (%, 2015-2020)38

2. 석탄, 갈탄 및 무연탄 채광

- 석탄, 갈탄(갈색 석탄) 및 무연탄(경석탄) 채광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2.4%의 연평균성장

률(CAGR)을 기록했다.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의 기간동안 CAGR은 13.3%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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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 석유 및 가스 관련 Upstream 활동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베트남 GDP의 8.6%를 

차지했다.

그림 34.  석유 및 가스 관련 Upstream 활동이 GDP 중 차지하는 비율 (%, 2015-2020)42

제 1 장

베트남 건설시장 



1.1 건설프로젝트 투자 및 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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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프로젝트 투자 및 관리 프로세스43  1.11.1 건설프로젝트 투자 및 관리 프로세스 

1.2 베트남 건설시장 개관 

1.3 코로나19 팬데믹이 베트남 건설시장에 끼친 영향 

1.4 지난 10년간 종합건설사의 프로젝트 디벨로퍼로서의 역할 확장 트렌드 

1.5 베트남 건설시장 관련 조세, 법적 체계, 정부계획 

1.6 건설원가 구조 

1.7 2030년까지 베트남 건설시장 전망 

1.8 한국건설사들을 위한 주요 참고사항

●  아래 기술한 베트남에서의 프로젝트 투자 및 건설관리 절차는 정부 시행령 59/2015/ND-CP에서 자세

히 찾아볼 수 있다. 전체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항목 B에 기술되어 있다.

●  베트남의 건설프로젝트 투자 및 개발 절차는 통상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친다.

- 첫 번째 단계는 시공 전 단계 또는 프로젝트 개시 단계로서, 토지 및 투자허가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모

든 요구사항을 투자자가 충족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프로젝

트가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한

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투자자가 투자승인을 받는 데 활용된다. 토지이용권 및 투자등록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다음과 같다:

●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 증명서: 성(Province)급 인민위원회는 투자프

로젝트를 실시하는 주체에게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해

야 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또한 같은 급(성)의 천연자원 및 환경 담당기관에 이러한 인증서 발급

을 위임할 수 있다.
● 투자등록증명서 

-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및 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는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한 투자프

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증명서의 발급, 조정, 취소를 담당한다.

- 기획투자부는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및 경제구역 외의 투자프로젝트에 관한 투자

등록증명서의 발급, 조정, 취소를 담당한다.

-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행정구역 혹은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본사 또는 

영업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 행정구역의 투자등록 당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프로젝

트에 대한 투자등록증명서의 발급, 조정 및 취소를 담당한다:
● 최소 2개의 성에서 실행되는 투자프로젝트
●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및 경제구역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실행되는 투자프로

젝트
● 관리위원회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또는 경제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투자프로젝트

43 출처:  건설부, 법률 도서관,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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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단계는 회사가 투자증명서를 획득하고 나면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투자자는 현장조사, 세

부 설계도 작성, 건설허가 획득 및 시공을 비롯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한다. 건설허가를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다음과 같다:

● 건설부는 특별등급(정부가 결정하는 분류 등급)의 공사에 대한 건설허가 교부를 담당한다.
● ‘성’급 인민위원회는 1급과 2급 건축(정부가 결정하는 분류 등급), 종교 관련 작업, 역사유적 및 문

화유적 관련 작업, 기념물 및 벽화, 간선도로 및 도심 주요도로 건설, FDI가 자금을 조달하는 건설

에 대한 건설허가 교부를 담당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성’급 건설부 또는 경제구역,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관리위원회에게 건설허가 승인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각 기관의 

관리 및 역할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현(District)’급 인민위원회는 위원회 관리영역 안에 있는 도심, 보존구역, 역사 보존구역 내 건설

에 대한 허가증 교부를 담당한다.

- 세 번째 단계는 건설이 완공된 프로젝트 완료 및 사용 개시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건설사 및 투자자

가 모든 건설활동을 완료 및 마감한다. 건설사는 투자자 또는 준공된 건설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에 준공서류를 인계하고, 시설 운영이 개시된다. 이러한 투자 절차는 건물, 교통, 시설 및 인프라

를 비롯한 모든 건설 개발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 

참고 사항
*: 부록 2, 항목 B. 3의 1-9 항 참조
**: 부록 2, 항목 B. 3의 10-30 항 참조
***: 부록 2, 항목 B. 3의 31-33 항 참조

●  기 서술한 절차는 그림 35의 순서도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베트남 건설관리 절차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필요 시) 

작성, 평가 및 승인
● 투자여부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건설 경제기술보고서 

(경제 및 기술적 측면에서 건설프로

젝트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의 작성, 평가 및 승인,  

그리고 그 외 시공 전 필요한 과업 

수행
● 토지 및 투자허가증 취득
● 토지분배 또는 토지임대 (필요한 경우)

● 현장조사 및 지뢰 제거 (필요 시)
● 공사 측량
● 설계 및 시공 견적 도출, 평가 및 승인
● 건설허가서 발급 (필요 시)
● 시공사 선정 및 시공 계약  체결
● 시공수행
● 작업수행 감리
● 선급금 지급 또는 완료된 

  공사 대금 지급
● 투자자/발주자의 건설대상 인수
● 건설사가 완성된 건설대상을 투자자/발

주자에게 인계하고 운영을 개시
● 운영, 시험 및 그 밖의 과업 수행

● 건설계약 종료
● 시공품질 보증

1. 시공 전 단계* 2. 시공 단계** 3. 준공 및 사용 
    개시 단계***

●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기 세 단계는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  건설 등급 분류에 따라 권한을 가진 당국은 시공 전 단계에서 심사 후 관인을 찍은 건물 설계도면을 투자

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투자자는 2011년 기록 보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투자자는 이 도면을 건설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는 건설 경제기술보고서의 일부로 

도면(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된 도면의 스캔본) 및 견적파일을 건설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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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프로젝트 투자는 평균적으로 베트남 전체 GDP의 16.6%를 차지한다.

그림 36. 베트남 GDP 중 건설프로젝트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 2015-2020)44

●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건설 부문의 평균 누적FDI 는 106억 달러(USD10.6b)였다. 2020년 건설 

부문에 대한 신규등록FDI 는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 대비 37.8% 감소했다.

그림 37. 건설 부문 FDI -2020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및 신규등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45

●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버블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신규 부동산프로젝트들의 아파트 가격이 2021년 5-20%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전국적인 봉쇄로 인해 건설활동이 거의 2021년 내내 중단되면서 시장은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품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22년 2분기 중 코로나19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완료되고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

에 부동산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베트남 건설시장 개관1.2

44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45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  베트남 건설시장은 교통, 부동산, 제조, 에너지산업 부문의 강력한 추동에 의해 여전히 확장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은 치열한 경쟁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시장에는 이미 교통 건설, 공공서비스 

건설, 건물 건설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다년간의 업력을 쌓은 많은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산업에 대한 베트남의 법률체계는 통행권, 토지보상, 건설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규정 등이 

매우 복잡한 편이다. 따라서 신규건설사 및 해외건설사들은 베트남 건설시장에 진출할 때 이러한 사안

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베트남의 건설시장은 (1) 건물 건설, (2) 특수하도급, (3) 교통 및 인프라 건설, (4) 토지계획 및 개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4개 부문 모두 신규작업, 추가, 변경, 유지보수 및 수리를 포함한다.

- 건물 건설: 건물 건설 부문은 건물을 건설하는 용역을 일컫는다. 이 시장에는 신축공사 부지를 조성하

는 주체와 건축용 부지로 판매하기 위해 토지를 세분화하는 주체가 포함된다. 건물 건설시장은 (1) 주

거용 건물 건설, (2) 비주거용 건물 건설로 세분되어 있다.

- 특수하도급: 특수하도급은 건설과 관련된 특수활동(예: 콘크리트 타설, 현장 정비, 배관, 도장, 전기

공사)을 수행하지만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은 없는 용역을 일컫는다. 이 시장에 속하는 주체가 수

행하는 작업은 통상 종합건설사 또는 분양 건축업체 등의 주체가 발주하는 하도급계약에 의한다. 하

지만, 개조 및 보수 분야 건설작업은 부동산 소유자를 위해 직접 수행될 수도 있다. 특수하도급 시장

은 (1) 건물 설비, (2) 건물 마감, (3)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4) 기타 특수하도급으로 세분되어 있다.

- 교통 및 인프라 건설: 교통 및 인프라 건설 부문은 교통 건설 및 인프라 건설프로젝트(예: 고속도로와 

댐)를 수행하는 용역을 일컫는다. 이 시장은 (1)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 (2)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3)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로 세분되어 있다.

- 토지계획 및 개발: 토지계획 및 개발 부문은 추후 건축업체에게 판매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획하여 분

할하는 용역을 일컫는다. 토지 용역에는 도로 및 공공서비스(utility) 라인 설치를 위한 굴착 작업이 포

함될 수 있다. 토지계획 및 개발 시장은 (1)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2)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3) 산업용 토지계획 및 개발로 세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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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47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  베트남 건설시장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7.3%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7.2% 하락을 기록했다.

그림 38. 부문별 베트남 건설시장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46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표 8. 부문별 베트남 건설시장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47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설 25.1 27.8 31.0 34.2 38.1 35.5 

 건물 건설 14.3 15.9 17.7 19.6 21.9 20.2 

 특수하도급 7.7 8.5 9.5 10.5 11.7 11.0 

 교통 및 인프라 건설 2.9 3.2 3.5 3.8 4.2 4.0 

 토지계획 및 개발 0.2 0.2 0.3 0.3 0.3 0.3 

건설 부문 중 차지하는 비율

 건물 건설 57% 57% 57% 57% 57% 57%

 특수하도급 31% 31% 31% 31% 31% 31%

 교통 및 인프라 건설 12% 12% 11% 11% 11% 11%

 토지계획 및 개발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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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50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A. 건물 건설

●  건물 건설 부문은 건물을 건설하는 용역을 일컫는다. 이 시장에는 신축공사 부지를 조성하는 주체와 건

축용 부지로 판매하기 위해 토지를 세분화하는 주체가 포함된다. 건물 건설은 신규공사, 추가공사, 변경

공사, 유지보수 및 수리를 포함한다. 건물 건설시장은 (1) 주거용 건물 건설, (2) 비주거용 건물 건설로 

세분되어 있다.

●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건물 건설 부문은 연평균성장률(CAGR) 7.2%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그림 40. 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49

표 9. 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5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물 건설 14.3 15.9 17.7 19.6 21.9 20.2 

주거용 건물 건설 8.5 9.5 10.6 11.8 13.2 12.4 

비주거용 건물 건설 5.8 6.4 7.1 7.8 8.7 7.8 

건물 건설 부문 중 차지하는 비율

주거용 건물 건설 60% 60% 60% 60% 60% 61%

비주거용 건물 건설 40% 40% 40% 40% 40% 39%

51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52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1. 주거용 건물 건설

●  주거용 건물 건설 부문은 주거용 건물을 건설 또는 개조·개축하는 용역으로 구성된다. 이 시장에는 주

거용 주택 종합건설사(즉, 신규건설, 기존 주거구조의 개조 또는 개축), 주거용 구조의 분양 건축업체 

및 개조 업체, 주거 프로젝트 건설관리 회사, 주거 설계시공 회사 등이 포함된다. 주거용 건물 건설은 

(1) 단독가구용 주택(단독주택) 건설, (2) 다가구주택 건설로 세분되어 있다.

- 단독주택 건설 부문은 단독가구 주거용 건물(개인 주택)을 건설, 개조, 개축하는 주체(단체,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들의 용역을 일컫는다.

- 다가구주택 건설 부문은 다가구 주거용 건물(아파트)을 건설, 개조, 개축하는 용역을 일컫는다.

●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주거용 건물 건설 부문은 연평균성장률(CAGR) 7.8%를 기록하며 성장

했다.

그림 41. 주거용 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51

표 10. 주거용 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5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주거용 건물 건설 8.5 9.5 10.6 11.8 13.2 12.5 

다가구주택 건설 6.6 7.4 8.2 9.2 10.3 9.7

단독가구용 주택 건설 (단독주택) 1.9 2.1 2.4 2.6 2.9 2.8 

주거용 건물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다가구주택 건설 77% 78% 77% 78% 78% 78%

단독가구용 주택 건설 (단독주택) 23% 22% 23% 22% 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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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54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2. 비주거용 건물 건설

●  비주거용 건물 건설 부문은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용역을 일컫는다. 이 시장에 속하는 주체에는 

비주거용 종합건설사, 비주거용 분양 건설사, 비주거용 설계 시공 회사, 비주거용 프로젝트 건설관리 

회사가 포함된다. 비주거용 건물 건설시장은 (1) 공공건물, (2) 상업건물로 분류된다.

●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비주거용 건물 건설 부문은 연평균성장률(CAGR) 6.4%를 기록하며 성

장했다.

그림 42. 비주거용 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53

표 11. 비주거용 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5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주거용 건물 건설 5.8 6.3 7.1 7.8 8.7 7.8 

공공건물 4.1 4.5 5.0 5.4 6.0 5.7

상업건물 1.7 1.8 2.1 2.4 2.7 2.1

비주거용 건물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공공건물 71% 71% 70% 70% 69% 73%

상업건물 29% 29% 30% 30% 31% 27%

55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56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i. 공공건물
●  공공건물 건설은 공공건물을 건설하는 용역을 일컫는다. 이 부문은 (1) 의료용 건물, (2) 교육용 건물, 

(3) 정부 건물, (4) 공공편의시설 건물, (5) 종교 건물로 세분되어 있다.
●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공공건물 건설은 6.9%의 연평균성장률(CAGR)로 성장했다.

그림 43. 공공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55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표 12. 공공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56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공건물 건설 4.1 4.5 5.0 5.4 5.9 5.7 

의료용 건물 2.6 2.8 3.0 3.2 3.4 3.6 

교육용 건물 0.9 1.0 1.2 1.3 1.5 1.2 

정부 건물 0.4 0.4 0.5 0.5 0.6 0.5 

공공편의시설 건물 0.1 0.2 0.2 0.2 0.2 0.2 

종교 건물 0.1 0.1 0.1 0.2 0.2 0.2 

공공건물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의료용 건물 63% 62% 60% 59% 58% 63%

교육용 건물 22% 22% 24% 24% 25% 21%

정부 건물 10% 9% 10% 9% 10% 9%

공공편의시설 건물 2% 4% 4% 4% 3% 4%

종교 건물 2% 2% 2%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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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ii. 상업건물

●  상업건물 건설은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용역을 일컫는다. 이 부문은 (1) 사무용 건물, (2) 공장 건

물, (3) 상가 건물, (4) 식당 건물, (5) 접객용 건물, (6) 스포츠용 건물, (7) 오락용 건물, (8) 기타 상업

건물로 세분화되어 있다.

●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상업건물 건설은 연평균성장률(CAGR) 5.1%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그림 44. 상업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57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표 13. 상업건물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58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상업건물 건설 1.660 1.833 2.085 2.371 2.698 2.126 

 사무용 건물 0.895 0.994 1.146 1.319 1.520 1.201 

 공장 건물 0.503 0.561 0.629 0.705 0.790 0.625 

 상가 건물 0.148 0.158 0.182 0.210 0.242 0.191 

 기타 상업건물 0.077 0.082 0.086 0.091 0.095 0.074 

 식당 건물 0.025 0.026 0.028 0.029 0.031 0.020 

 접객용 건물 0.006 0.006 0.007 0.009 0.010 0.008 

 스포츠용 건물 0.003 0.003 0.003 0.004 0.005 0.004 

 오락용 건물 0.003 0.003 0.004 0.004 0.005 0.003 

상업건물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사무용 건물 53.9% 54.2% 55.0% 55.6% 56.3% 56.5%

 공장 건물 30.3% 30.6% 30.2% 29.7% 29.3% 29.4%

 상가 건물 8.9% 8.6% 8.7% 8.9% 9.0% 9.0%

 기타 상업건물 4.6% 4.5% 4.1% 3.8% 3.5% 3.5%

 식당 건물 1.5% 1.4% 1.3% 1.2% 1.1% 0.9%

 접객용 건물 0.4% 0.3% 0.3% 0.4% 0.4% 0.4%

 스포츠용 건물 0.2% 0.2% 0.1% 0.2% 0.2% 0.2%

 오락용 건물 0.2% 0.2% 0.2% 0.2% 0.2% 0.1%

B. 특수하도급

●  특수하도급은 건설과 관련된 특수활동(예: 콘크리트 타설, 현장 정비, 배관, 도장, 전기공사)을 수행하지

만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은 없는 용역을 일컫는다. 이 시장에 속하는 주체가 수행하는 작업은 통상 

종합건설사 또는 분양 건축업체 등의 주체가 발주하는 하도급계약에 의한다. 하지만, 개조 및 보수 분야 

건설작업은 부동산 소유자를 위해 직접 수행될 수도 있다. 특수하도급 업체는 통상 건설 현장에서 대부분

의 작업을 수행하지만, 조립식 건축 및 그 밖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장을 둘 수도 있다. 특수

하도급 시장은 (1) 건물 설비 업체, (2) 건물 마감 업체, (3)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업체, (4) 기타 특수하

도급 업체로 세분된다. 교통 및 인프라 건설에 종사하는 특수하도급 업체는 이 부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58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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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60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특수하도급 부문은 연평균성장률(CAGR) 7.3%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그림 45. 특수하도급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59

표 14. 특수하도급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6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특수하도급 7.7 8.5 9.6 10.5 11.8 11.0 

 건물 설비 3.6 4.0 4.5 4.9 5.5 5.1 

 건물 마감 2.2 2.4 2.7 3.0 3.4 3.2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1.1 1.2 1.4 1.5 1.7 1.6 

 기타 특수하도급 0.8 0.9 1.0 1.1 1.2 1.1 

특수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

 건물 설비 47% 47% 47% 47% 47% 46%

 건물 마감 29% 28% 28% 29% 29% 29%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14% 14% 15% 14% 14% 15%

 기타 특수하도급 10% 11% 10% 10% 10% 10%

1. 건물 설비

●  건물 설비 하도급은 건물의 기계 시스템(예: 전기, 물, 난방 및 냉방)의 일부를 형성하는 설비를 설치 

또는 서비스 하는 용역을 일컫는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서비스 스테이션 장비, 중앙 진공 청

소 시스템 등과 같은 특수한 건물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의 매출도 포함된다. 건물 설비 하도급은 (1) 

전기 시공 및 기타 배선 설치, (2) 배관, 난방 및 냉방 공사, (3) 기타 건물 설비 공사로 세분되어 있다.

61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62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  건물 설비 하도급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6.9%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그림 46. 건물 설비 하도급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61

표 15. 건물 설비 하도급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62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물 설비 하도급 3.6 4.0 4.4 4.9 5.5 5.0 

전기 시공 및 기타 배선 설치 1.9 2.1 2.3 2.6 2.8 2.6 

배관, 난방 및 냉방 공사 1.4 1.6 1.7 1.9 2.2 2.0 

기타 건물 설비 공사 0.3 0.3 0.4 0.4 0.5 0.4 

건물 설비 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

전기 시공 및 기타 배선 설치 53% 53% 52% 53% 51% 52%

배관, 난방 및 냉방 공사 39% 40% 39% 39% 40% 40%

기타 건물 설비 공사 8% 8% 9% 8% 9% 8%

2. 건물 마감

●  건물 마감 하도급은 건물을 마감하는 데 필요한 특수하도급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시장

은 (1) 벽체 및 단열재 공사, (2) 도장 및 도배, (3) 마감 목공 공사, (4) 바닥 공사, (5) 타일 및 테라조 

공사, (6) 기타 건물 마감 공사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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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64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  건물 마감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8.4%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그림 47. 건물 마감 하도급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63

표 16. 건물 마감 하도급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64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물 마감 하도급 2.1 2.5 2.6 3.0 3.4 3.2 

벽체 및 단열재 공사 0.6 0.7 0.7 0.8 0.9 0.8 

도장 및 도배 0.5 0.6 0.6 0.7 0.8 0.8 

마감 목공 공사 0.4 0.5 0.5 0.6 0.7 0.7 

바닥 공사 0.3 0.3 0.4 0.4 0.5 0.4 

기타 건물 마감 공사 0.2 0.2 0.2 0.3 0.3 0.3 

타일 및 테라조 공사 0.1 0.2 0.2 0.2 0.2 0.2 

건물 마감 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

벽체 및 단열재 공사 29% 28% 27% 27% 26% 25%

도장 및 도배 24% 24% 23% 23% 24% 25%

마감 목공 공사 19% 20% 19% 20% 21% 22%

바닥 공사 14% 12% 15% 13% 15% 13%

기타 건물 마감 공사 10% 8% 8% 10% 9% 9%

타일 및 테라조 공사 5% 8% 8% 7% 6% 6%

65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66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3.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하도급은 건물의 기본구조(기초, 프레임 및 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특수하

도급 건설을 수행하는 용역을 일컫는다.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하도급은 (1) 급수 관정 드릴 공사, (2) 

굴착 및 철거, (3) 콘크리트 작업, (4) 지붕 공사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  이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7.2%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그림 48.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하도급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65

표 17.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하도급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66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하도급 1.0 1.3 1.4 1.6 1.7 1.5 

급수 관정 드릴 공사 0.5 0.6 0.6 0.7 0.8 0.7 

굴착 및 철거 0.3 0.4 0.4 0.5 0.5 0.4 

콘크리트 작업 0.1 0.2 0.2 0.2 0.2 0.2 

지붕 공사 0.1 0.1 0.2 0.2 0.2 0.2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

급수 관정 드릴 공사 50% 46% 43% 44% 47% 47%

굴착 및 철거 30% 31% 29% 31% 29% 27%

콘크리트 작업 10% 15% 14% 13% 12% 13%

지붕 공사 10% 8% 14% 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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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68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4. 기타 특수하도급

●  기타 특수하도급은 건물 설비, 건물 마감, 그리고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관련 공사를 제외한 특수하

도급 용역과 부지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시장은 (1) 부지조성 공사, (2) 그외 모든 특

수하도급 용역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  기타 특수하도급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7.0%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그림 49. 기타 특수하도급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67

표 18. 기타 특수하도급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68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타 특수하도급 0.80 0.88 0.97 1.06 1.17 1.12

부지조성 공사 0.49 0.54 0.59 0.64 0.70 0.66 

그외 특수하도급 용역 0.31 0.34 0.38 0.42 0.47 0.46 

기타 특수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

부지조성 공사 61% 61% 61% 60% 60% 59%

그외 모든 특수하도급 용역 39% 39% 39% 40% 40% 41%

69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70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C. 교통 및 인프라 건설

●  교통 및 인프라 건설시장은 교통 및 인프라(예: 고속도로, 댐)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용역 및 이러한 프로

젝트들을 위한 구성요소 생산을 주업무로 하는 교통전문 특수하도급의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 

및 인프라 건설시장은 (1)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2) 공공서비스 시스템, (3) 기타 교통 및 인프라로 세

분되어 있다.

●  교통 및 인프라 건설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7.1%를 기록하며 성장

했다.

그림 50.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69

표 19.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70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통 및 인프라 건설 2.9 3.2 3.5 3.8 4.3 4.0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1.4 1.5 1.7 1.8 2.0 1.9 

공공서비스 시스템 1.1 1.2 1.3 1.4 1.6 1.5 

기타 교통 및 인프라 0.4 0.5 0.5 0.6 0.7 0.6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48% 47% 49% 47% 47% 48%

공공서비스 시스템 38% 38% 37% 37% 37% 38%

기타 교통 및 인프라 14% 16% 14% 16%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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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은 고속도로(고가 도로 포함), 가로, 도로, 공항 활주로, 공공 보도, 교량 

등을 건설하는 용역으로 구성된다. 특수하도급 중 고속도로, 가로, 교량 건설(예: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치 공사)과 관련된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는 이 업종에 포함된다. 이 시장은 (1) 고속도로, (2) 

도로, (3) 교량, (4) 터널로 세분되어 있다.

●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6.4%를 기

록하며 성장했다. 

그림 51.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71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표 20.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72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 1.36 1.51 1.65 1.81 1.97 1.85 

고속도로 0.80 0.90 1.00 1.10 1.20 1.10 

도로 0.41 0.44 0.47 0.50 0.54 0.54 

교량 0.12 0.13 0.14 0.17 0.19 0.17 

터널 0.03 0.04 0.04 0.04 0.04 0.04 

72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73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고속도로 59% 60% 61% 61% 61% 59%

도로 30% 29% 28% 28% 27% 29%

교량 9% 9% 8% 9% 10% 9%

터널 2% 3% 2% 2% 2% 2%

2.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은 유틸리티(예: 수도, 하수도, 석유, 가스, 전력, 통신)를 위한 배전 라인과 관

련 건물 및 구조물을 건설하는 용역을 일컫는다. 유틸리티 시스템에 필수적인 부분(예: 저장 탱크, 펌

프장, 발전소, 정유 공장)인 모든 구조물(건물 포함)이 이 시장에 포함된다. 이 시장은 (1) 전력선, 통

신선 및 관련 구조물 공사, (2)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 구조물 공사, (3) 하수도 공사, (4) 급

수 관정 드릴 공사, (5) 상수도 본관 및 상수 처리장 공사로 세분되어 있다.

●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7.6%를 기록하

며 성장했다. 

그림 52.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73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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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표 21.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74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1.07 1.18 1.32 1.44 1.60 1.55 

전력선, 통신선 및 관련 구조물 공사 0.42 0.47 0.53 0.59 0.66 0.65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 구조물 공사 0.41 0.47 0.52 0.57 0.63 0.62 

하수도 공사 0.18 0.18 0.20 0.21 0.23 0.21 

급수 관정 드릴 공사 0.05 0.05 0.06 0.06 0.07 0.06 

상수도 본관 및 상수 처리장 공사 0.01 0.01 0.01 0.01 0.01 0.01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전력선, 통신선 및 관련 구조물 공사 39% 40% 40% 41% 41% 42%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 구조물 공사 38% 40% 39% 40% 39% 40%

하수도 공사 17% 15% 15% 15% 14% 14%

급수 관정 드릴 공사 5% 4% 5% 4% 4% 4%

상수도 본관 및 상수 처리장 공사 1% 1% 1% 1% 1% 1%

3.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

●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시장은 수자원 관련 건설프로젝트(예: 준설 및 배수), 해양 시설 개발, 공공 

용지(예: 공원, 산책로) 개선에 관한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시장

은 (1) 철도 선로 신설, (2) 철도 선로 수리 및 유지보수, (3) 해상 건설, (4) 방파제 건설, (5) 부두 건

설로 세분되어 있다. 

●  기타 교통 건설 및 인프라 건설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6.4%를 기

록하며 성장했다.

75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76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그림 53.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75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표 22.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76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 0.42 0.48 0.54 0.59 0.67 0.62 

철도 선로 신설 0.33 0.37 0.41 0.46 0.51 0.49 

철도 선로 수리 및 유지보수 0.04 0.05 0.06 0.06 0.07 0.07 

해상 건설 0.03 0.04 0.04 0.04 0.05 0.04 

방파제 건설 0.01 0.01 0.02 0.02 0.02 0.01 

부두 건설 0.01 0.01 0.01 0.01 0.02 0.01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철도 선로 신설 79% 77% 76% 78% 76% 79%

철도 선로 수리 및 유지보수 10% 10% 11% 10% 10% 11%

해상 건설 7% 8% 7% 7% 7% 6%

방파제 건설 2% 2% 4% 3% 3% 2%

부두 건설 2% 2% 2%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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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베트남 건설시장

●  코로나19 팬데믹은 베트남 건설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행해진 전국적인 

봉쇄 이후에는 그 영향이 특히 더 컸다. 

●  2021년 상반기 동안에는 180개 프로젝트에 5만5,576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었고(2020년 동기 대비 

23% 증가), 5만5,335건의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며(2020년 동기 대비 29% 증가) 건설 및 부동산시장

이 긍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봉쇄 이후에 건설 및 부동산시장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봉

쇄 기간동안 건설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부족 결과를 가져왔는데(분양 

대상 물량이었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봉쇄 이전에 분양 마감), 2021년 3분기 현재 분양 가능한 아파트 

및 주택은 약 2만 호로, 이는 2021년 2분기 수치의 60~70%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동산시장의 흡수율

은 판매금액의 약 40%였던 반면, 토지시장의 흡수율은 판매금액의 50%에 달했다.

●  또한 팬데믹 때문에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건설자재, 특히 수입자재의 가격이 상승했다. 2021

년 2분기 동안 철강은 시멘트, 모래, 벽돌과 같은 재료와 더불어 2020년 말대비 가격이 30~40% 상승

했다. 이러한 건설비용의 증가는 부동산의 모든 부문(고가, 중가, 저가)의 단위당 분양 가격 상승에 반영

되어서 단독가구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에 추가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호치민시에서는 저

렴한 아파트를 거의 구할 수 없으며, 현재는 베트남 동(VND) 기준 미터제곱당 2,500만 동 (USD 1,100

달러/m2) 가격범위 내에 있는 프로젝트가 없다. 2021년 초와 비교할 때, 호치민시의 신축아파트 시세

는 약 15% 정도 상승했다.

●  부동산 부문에 대한 FDI는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부문에 등록된 FDI

는 16억 달러(USD1.6b)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같은 기간대비 5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베트남 건설시장에 
끼친 영향

1.3
D. 토지계획 및 개발

●  토지계획 및 개발은 추후 분양 건축업체에게 판매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획하여 분할하는 용역을 일컫는

다. 토지 용역에는 도로 및 공공서비스 라인 설치를 위한 굴착 작업이 포함될 수 있다. 토지계획 및 개발 

시장은 (1)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2)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3) 산업용 토지계획 및 개

발로 세분되어 있다. 

●  토지계획 및 개발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10.9%를 기록하며 성장했

다. 이 기간동안에는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만 수행되었다.

그림 54. 토지계획 및 개발-주거용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77

표 23. 토지계획 및 개발-주거용 유형별 실적 (단위: 십억 달러(USDbn), 2015-2020)78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0.19 0.22 0.26 0.28 0.33 0.32 

주택 및 주택단지 개발 0.13 0.15 0.18 0.20 0.24 0.23 

아파트 및 기타 주거 개발 0.06 0.07 0.08 0.08 0.09 0.09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시장 중 차지하는 비율

주택 및 주택단지 개발 68% 68% 69% 71% 73% 72%

아파트 및 기타 주거 개발 32% 32% 31% 29% 27% 28%

77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78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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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출처:  전문가 면담, 회사 웹사이트,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A. 베트남의 프로젝트 개발 트렌드 개관 및 주요 이슈

●  지난 10년 동안 비나코넥스(VINACONEX), 송다(Song Da), 대우건설 등의 종합건설사들이 더 많이 개

발프로젝트에 도전하면서 자사의 핵심 건설역량을 확장해 왔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초반 국영 종

합건설사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 단지 개발과 함께 인프라 및 교통 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면

서 시작되었다.

●  부동산 또는 자산 개발로 업력을 확장하는 것은 건설 가치사슬 내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기존 건설

역량 (예: 비용 절감 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숙련된 엔지니어, 첨단 기계 및 장비) 외에도 다양한 건

설프로젝트에 노출됨으로써 건설사는 주거용, 사무용, 상가, 호텔, 인프라(발전소, 고속도로) 등 다양한 

부동산 영역에 대한 구매자 수요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개발은 건설사가 건

설시공 및 건설자재 제조 등을 함으로써 여러 다른 사업 분야 및 자회사의 수익원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  건설사는 또한 부동산개발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는 

토지기금, 부동산 관리,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경험 부족 및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포함된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비축토지 부족: 도심 토지기금, 특히 센트럴 비즈니스 구역(Central Business Districts, CBD) 내에 위

치한 기금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 회사들은 떠이응옌(Tay Nguyen), 바리아 붕따우(Ba Ria-

Vung Tau), 꼰뚬(Kon Tum) 등과 같이 큰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지만 높은 사업 잠재력을 가진 시와 성

에서 토지 보유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치열한 토지 확보 경쟁에 더하여, 유효한 법적

문서가 있는 토지를 찾는 것도 어려운 편이며, 이는 특히 작은 동네에서 더 심각하다.

- 부동산 관리: 2021년 현재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관련 분쟁의 1/3 이상이 주상복합 때문에 발

생한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은 베트남 아파트 매매 계약금액의 2%를 차지한다. 부동산개발자가 이 

주상복합을 징수하고, 건물 운영이 시작되면 그 자금을 아파트 건물 관리위원회에 반환하게 된다. 그

런데 경우에 따라 개발자/건설사가 이 주상복합 전달을 지연할 수 있다. 이 기금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는 정기 보수/긴급 유지보수를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의 추가 기금 마련이 필요해

지난 10년간 종합건설사의 프로젝트 디벨로
퍼로서의 역할 확장 트렌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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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주상복합 관련 분쟁이 있는 프로젝트에는 비나코넥스(VINACONEX)가 개발한 골든 실크

(Golden Silk), 송다(Song Da)가 개발한 헤미스코(Hemisco) 등이 있다.

- 자금조달 방안: 베트남에서 부동산프로젝트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총 투자 금액의 15%에서 20%를 출

자한다. 그 밖의 자금조달 출처는 은행 대출, 채권, 투자 조합의 사업 파트너로부터 자금조달(프로젝트 

시작 시점), 고객 자금의 조달(완공되기 전 아파트가 분양 시장에서 매매되어 매매 대금이 할부금으로 

납부되는 시점) 등이 있다. 부동산시장은 일반적으로 중장기 자본 원천이 부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2021년에 수많은 부동산 디벨로퍼들을 심각한 재정적 난관에 노출시켰다. 공급

망 붕괴로 인해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예: 철강 가격 30~40%, 시멘트 가격 3~5%, 아스팔

트 가격 9~10% 인상 등), 부동산 구매자들은 소득 감소로 인해 중도 할부금(전체 가격의 최대 25%)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많은 프로젝트들의 건설 완공이 연기되고 있다. 종합건설사와 부

동산개발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델타(Delta), 시엔코4(CIENCO4), 비나코넥스(VINACONEX) 등은 총

리에게 감세, 부채 감면, 이자 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2014년 주택법 및 2020년 투자법에 따르면, 부동산프로젝트 투자자는 투자

자가 소유한 토지가 모두 주거용 토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의해 유효한 투자자로 인정된다. 이

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토지 일부에 농업용 또는 비주거용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투자자들은 투

자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프로젝트 또한 지연되며 지연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는 반면, 해당 기간에도 은행 대출로 인한 이자 비용은 계속 지불해야 한

다.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호치민시에서는 이런 법적 병목 현상으로 인해 투자자 자격을 인정하지 

못한 프로젝트가126건으로 기록되었다. 

●  최근에는 높은 기대 수익으로 인해 종합건설사뿐만 아니라 건설이력이 없는 업체들도 부동산개발로 업

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에는 항산 자동차 서비스(Haxaco, 메르세데스 벤츠 유통업체), 탄콩

(Thanh Cong, 섬유 및 의류 업체), 베트남 전장(Gelex, 전기 장비 업체) 등이 있다.

- 항산 자동차 서비스(Haxaco)의 2021년 사업 계획에는 The Hamptons Ho Tram으로부터 빌라를 구

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구매를 통해 항산 자동차 서비스는 10%의 매매 차익을 얻음). 항산 자

동차 서비스(Haxaco)는 이러한 투자 부동산을 Mercedes Homes 빌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메르세데스 고객 전용으로 메르세데스만의 주요 특징이 드러나도록 설계됨).

- 탄콩(Thanh Cong)은 탄콩(Thanh Cong) 1, 2, 3 타워의 투자자다. 탄콩(Thanh Cong) 제 1 타워는 호

치민시에 위치한 9,898m2 규모의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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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전장(Gelex)은 보유중인 비글라세라(Viglacera, 건설자재 제조업체 및 부동산개발 업체)의 지

분 46%를 통해 부동산개발 부문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베트

남 전장(Gelex)은 호텔 및 사무용 건물 부동산(예: Melia Hanoi 호텔, Cadivi Office 타워)을 개발했으

며, 비글라세라(Viglacera)는 산업단지(예: Yen Phong-Bac Ninh, Thuan Thanh-Bac Ninh)와 주거

용 부동산(예: Kim Chung-Dong Anh 사회 주택 아파트, Xuan Phuong 비글라세라 도심 지구)에 투

자하고 있다.

●  프로젝트 투자자 및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 사업을 전환하는 이러한 추세는 건설사들의 건설역량이 성숙

하고 점차 프로젝트 개발 역량을 배양해가면서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B. 베트남 종합건설사가 진행한 주요 프로젝트 개발 사례

비나코넥스(VINACONEX): 부동산개발을 주요 사업 부문으로 전환

●   비나코넥스(VINACONEX)는 종합건설사로 시작했다. 이 회사는 교통부터 주거용 건물 건설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건설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중 하나이다. 1995년 비나

코넥스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프로젝트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했다.

●   쭝호아 난찐(Trung Hoa-Nhan Chinh) 도시 지구(2003년 착공 및 2006년 완공)는 비나코넥스가 부

동산개발자로서 수행한 첫 번째 주거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등록 투자자본은 약 1,180만 달

러(USD11.8m)였으며, 약 30헥타르 부지에 건물 16동 규모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비나코넥스는 종

합 건설 및 설계를 도맡기도 했다.

●   쭝호아 난찐은 성장세가 활발한 지역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었지만, 건축 밀도는 많은 논쟁이 있었

다. 원래 이 프로젝트의 1/5000 계획(1998년 승인)에는 이 프로젝트가 건물 8개동으로 구성되며 건

물당 평균 높이는 6.7-7.5 층, 건축 밀도는 34%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2001년에 계획이 조정되어 

건물은 16개동으로 늘었고, 건물당 평균 높이는 9~21층 범위로 바뀌었다. 2020년 현재 이 프로젝트

는 건물 16동, 건물당 평균 높이는 17~34층, 건축 밀도는 50% 이상이 되었다.

●   쭝호아 난찐 프로젝트는 확장된 탕롱 애비뉴(Thang Long Avenue)(구 Lang-Hoa Lac 고속도로)를 

따라 있는 도심 체인의 건설을 시작시켰다. 이 지역은 은행 지점, 의료 클리닉, 공립 및 국제 학교를 

포함해 다양한 시설로 둘러싸여 있다. 탕롱 애비뉴(비나코넥스가 개발)는 하노이를 오가는 가장 큰 

경로 중 하나이며, 하노이에서 호아락(Hoa Lac)까지의 이동 시간은 약 20분이다. 2021년 현재 호

아락을 대도시 권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호아락 대도시 권역은 하노이의 위성 도시 

지역으로 1만7,274 헥타르 부지 규모에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

이로 이어지는 연결 지점으로서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웨스트 레이크 바비(West Lake-Ba Vi) 

축(6~8차선으로 구성) 및 반푹(Van Phuc)-랑 호아락 지하철 노선(탕롱 애비뉴를 따라 운행)이 완료

되고 나면 호아락 대도시 권역은 부동산개발의 핫스팟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아 락 대도시 권역

은 현재 대한민국의 글로벌 컨설턴트 네트워크와 비나코넥스를 비롯한 부동산개발사들의 투자를 유

치하고 있다.

●   한편, 쭝호아 난찐 완공 이후 비나코넥스는 계속해서 부동산 활동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비나코

넥스의 2025년 전망을 담은 사업 계획을 고려할 때, 부동산은 이 회사의 3대 핵심 사업(나머지 두 부

문은 건설, 금융 투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회사의 주목할 만한 최근 개발프로젝트는 깟바(Cat 

Ba) – 아마티나(Hai Phong, 2022/2023년 완공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용 건물(빌라), 접객용 

건물, 상업용 건물 및 오락용 건물(리조트, 호텔, 부두, 공원, 스포츠 센터 등)로 구성되어 있다. 2020

년과 2021년 비나코넥스는 많은 프로젝트의 낙찰에 성공함으로써 토지 보유분을 확대했다. 비나코

넥스는 현재 2,000 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비축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2025년까지

는 비축토지가 5,000 헥타르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다(Song Da): 전력 및 인프라 건설사에서 디벨로퍼로 확장

●   송다(Song Da)는 전력 건설, 특히 수력발전소 분야의 종합건설사로 출발했다. 송다의 대표적인 프로

젝트로는 호아빈(Hoa Binh) 수력발전소(2012년까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댐) 및 선라(Son La) 수력

발전소(현재까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댐) 등이 있다. 이러한 수력발전소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송다는 

다른 수 많은 수력발전소를 투자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   송다는 2001년 자회사 수디코(SUDICO)를 설립하며 주거용 부동산 분야에 본격 진출했다. 수디코는 

총 325.6 헥타르 규모의 미딘 메찌(My Dinh-Me Tri) 주거 단지(2002)와 남안칸(Nam An Khanh) 

주거 단지(2004)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2011년 수디코는 송다 타워(사무

용 건물) 건설을 완공했는데, 송다 타워는 총 연면적 6만 9,869㎡ 규모의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송다의 자회사인 수디코는 토지 보유분이 풍부하고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수디코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의 완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2021년 현재 미딘 메찌 프로젝

트의 경우, 수디코는 총 규모 4,500m2에 달하는 커뮤니티 스포츠 및 문화용 건물, 그리고 공원 등의 

건설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남안칸의 경우 수 백 채의 빌라가 미완공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가

장 심각한 프로젝트는 티엔 쑤언(Tien Xuan) 도심 지구(하노이 Thach That 및 Quoc Oai 지역)인데, 

이 프로젝트는 당초 2007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 결과 본 사업을 위

해 확보된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상 및 이주 계획은 물론이고 소유권 이전 및 주택 담보 대출 

등의 민사 활동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지역 경제성장 역시 이러한 프로젝트 지연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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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 베트남에서의 부동산개발 활동

●   대우건설은 2020년 총 등록 자본금 3억3,800만 달러(USD 338m)의 스타 레이크(Star Lake) 아파

트 단지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스타 레이크 아파트 단지는 대우건설이 개발한 새 주거 지역인 스

타 레이크 시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토지면적은 186.3 헥타르다. 건설은 2020년에 시작되었

고, 2024년 완공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한국 산업은행, KB증권은 이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해 함

께 펀드를 조성했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주요 부동산프로젝트가 한국 금융 기관으로부터 투자

를 받은 최초 사례로 기록되었다. 한편, 프로젝트 개시 이전에 특수 목적 회사(SPC) 설립이 필요하다.

●   대우건설은 2019년 초에 베트남 대형 종합건설사인 제 1호 건설 공사(CC1)와 포괄적 업무 협력 협

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부동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   2021년 대우건설과 탄아다이탕(Tan A Dai Thanh)은 탄아다이탕-대우라는 이름의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했다. 탄아다이탕은 베트남에서 잘 알려진 그룹으로서, 핵심 역량에는 금속 제품과 플라스틱이 

있으며, 2019년부터 부동산개발에 뛰어들었다. 합작 투자의 첫 사업으로 탄아다이탕과 대우는 94호

의 상가로 구성된 푸꾸옥(Phu Quoc)의 메이 홈스 캐피탈(Mey homes Capital) 내에 있는 "한국 거

리"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2021년 12월) 이 프로젝트는 건설 완료 단계에 있으며 상가

는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구매자에게 분양될 예정이다.

●   대우건설이 베트남 유수의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은 베트남시장에서 대우그룹의 투자 및 입지를 강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80 출처:  건설부, 법률 도서관,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A. 베트남 건설시장 관련 조세 프레임워크

●  아래 표는 건설사에게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주요 규정을 담고 있다. 해외건설사가 비용을 절감하고 수

익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세무 관행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부록1 을 참조)

표 24. 베트남 건설시장과 관련된 조세 프레임워크 개요

베트남 건설시장 관련 조세, 법적 체계, 
정부계획80 

1.5 

3. 2012 
조세행정법

- 세금환급 신청서류는 다음을 포함함(58조):
·세금환급에 대한 서면 요청
·세금환급 요청과 관련된 문서
위 규정에 따라 세금환급 신청서는 다음의 서류를 포함함:
·세금환급 신청 서식 01/DNHT (Circular 156/2013)
·세금환급 신청 관련 서류
- 모든 월별 부가가치세 환급 사본
- 20 백만 베트남동 초과 건에 대한 은행지급 증빙
-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서류에는 기타 관련 문서의 포함이 요구될 수 있으며, 해당 
세무당국은 신청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것임

부가가치세 
환급에 요구되는 
문서에 대한 규정

1. 2020년 
법인세법

2. (재정부) 
Circular 
302/2016

    /TT-BTC

조세 
프레임워크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끼치는 영향

-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을 가진 해외건설사는 해당 고정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베
트남 안팎에서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을 가진 해외건설사는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건설사는 베트남 내에서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대
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20%의 표준 법인세율이 상기 조항이 적용되는 건설사에게 적용됨

이 법은 납세자, 
과세소득, 
면세소득, 
세금계산의 
기초 및 방법, 
그리고 법인세 
혜택(건설사 
포함)을 다룸

면허세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

- 건설사는 아래와 같은 비즈니스 형태에 해당할 경우 매년 정해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 정관자본이 100억 베트남동 초과 또는 투자자본이 100억 베트남동 초과: 3백만 베트남동
· 정관자본이 100억 베트남동 이하 또는 투자자본이 100억 베트남동 이하: 2백만 베트남동
·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 공공서비스 제공업체, 기타 비즈니스 조직: 1백만 베트남동
· 본 조항에 명시된 조직에 대한 면허세는 사업등록증명서, 기업등록증명서 또는 협동조

합 정관에 기재된 정관자본을 기준으로 함. 정관자본이 없는 경우, 투자등록증 또는 투
자 정책 결의에 기록된 투자자본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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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및 설치에 대한 과세소득은 완성된 건축물 또는 작업물의 부가가치세 제외 가
격임 (VAT 세율 10 %)

- 건설자재가 포함된 경우, 과세가격은 건설자재가 포함된 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임
· 본 시행규칙에 기재된 예 32: B사의 공사 계약 건. 건설자재 가치 1,000백만 베트

남동을 포함한 1,500백만 베트남동이 부가가치세 제외 과세 가격이라면, 과세가
격은 1,500백만 베트남동임

- 공사대가가 건설자재, 기계 또는 장비를 제외한 경우, 과세소득은 건설자재, 기계 또
는 장비가 제외된 부가가치세 제외 건설가격임
· 본 시행규칙에 기재된 예 33: B사의 공사 계약 건. 공사의 총 가치(부가가치세 제

외)는 1,500백만 베트남동. 투자자 A가 제공한 건설자재의 가치는 1,000백만 베트
남동인 경우, 과세소득은 1,500백만 - 1,000백만 = 500백만 베트남동임

- 완료 및 양도된 작업물의 과세소득은 부가가치세 제외 가치임
· 본 시행규칙에 기재된 예 34: 회사 X(당사자 A)는 새로운 작업장을 건설하기 위해 

회사 Y(당사자 B)를 고용. 건설의 총 가치(부가가치세 제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0억 베트남동일 경우,
- 건설가치: 800억 베트남동
- B가 제공한 장비의 가치: 1,200억 베트남동
- 10% VAT: (800억 + 1,200억) x 10% = 200억 베트남동
- 총 지급금액: 2,200억 베트남동

    A는, 
+ 완성된 작업장을 받아 고정자산가치로 2,000억 베트남동 증가(부가가치 
세 제외)를 기록 
+ 부가가치세 200억 베트남동은 판매된 상품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음
+ A가 완료 및 양도된 작업물에 대해 B에 800억 베트남동을 지불하기로 합 
의하면 과세소득은 800억 베트남동임

4. (재정부) 
Circular 
219/2013/ 
TT-BTC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건설 및 
설치의 과세
소득 (7조) - 무상원조 ODA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을 진행하는 주 건설사 및 하도급 업체는 수출

입관세법, 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현행 관련 지침에 따라 수입관세, 소비세 (해
당 시)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해외 주 건설사 및 해외 하도급 업체가 무상원조 ODA 프로젝트의 공사를 위해 재
수출 목적의 임시 수입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기계, 장비 및 운송수단에 대
해서는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소비세(해당 시)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재수출 시 
수출관세가 면제됨

1. (재정부) 
Circular 
181/2013/ 
TT-BTC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정책 관련 
지침

5. (재정부) 
Circular 
219/2013/ 
TT-BTC

조세 
프레임워크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끼치는 영향

1.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단체 및 조직은 다음의 조건
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 관할당국으로부터 기업설립증명서(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투자허가서, 또는 설립 결정문을 수여받았을 것

·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감 보유
· 회계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 및 회계증빙 구비
· 사업단체 및 조직의 세금신고코드에 따른 은행 예금 계좌 보유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차월 공제 가능한 세금과 합산되
어서는 안 됨

3. 부가가치세는 조세행정법 및 관련 지침의 절차에 따라 환급될 것임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및 절차 
(19조)

 a. 면세 수출 및 수입 목록 등록
-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들을 포함하여 Decree 149/2005/ND-CP 제16조 및 
Decision 33/2009/QD-TTg 제13조에 명시된 경우들에 대해 면세 수출입품의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면세수출입목록(본 Circular의 Appendix 
VI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을 등록해야 함:

· Decree 108/2006/ND-CP의 Appendix I 또는 Appendix II에 명시된 투자 우대 
대상 프로젝트의 고정자산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ODA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수입된 재화

· BOT, BTO 또는 BT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BOT 기업 또는 하도급 업체가 수입한 
재화

· 호텔, 사무실, 임대아파트, 주택, 무역센터, 기술서비스, 슈퍼마켓, 골프코스, 
관광리조트, 스포츠시설, 엔터테인먼트 센터, 의료시설, 교육, 문화, 금융, 은행, 
보험, 감사 및 컨설팅 서비스 분야의 ODA 지원 투자프로젝트 또는Decree 
149/2005/ND-CP의 Appendix III의 지정목록에 포함된 재화로 투자 우대 대상 
프로젝트의 고정 자산 생산을 위해 처음으로 수입된 재화 

· Decree 108/2006/ND-CP의 Appendix I List A에 기재된 투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분야 또는 Appendix II에 기재된 특히 낙후된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한 
지역, 또는 기계, 전기, 전자부품 및 예비부품의 제조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자재, 공급물 및 부품은 생산 개시일로부터 5 년 동안 수입관세가 면제됨

· Decree 108/2006/ND-CP의 Appendix I List B에 기재된 투자 우대 대상 분야의 
프로젝트를 위한 생산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국내 조달 불가 자재, 소모품 
및 반완 제품

· Decree 108/2006/ND-CP의 Appendix I List A에 기재된 투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분야 또는 Appendix II에 기재된 특히 낙후된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한 
지역의 프로젝트를 위한 생산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국내 조달 불가 반완 

 2. (재정부) 
Circular 
79/2009/ 
TT-BTC

조세 
프레임워크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끼치는 영향

면세 수출 및 
수입 목록 
등록

B. 면세 관련 조세정책

표 25. 면세 사례와 관련된 조세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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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행규칙 제100조 10항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 인센티브 또는 기술 대
체/갱신 자격이 되는 프로젝트의 확장을 위해서는 관할 기관의 서면 허가가 필요함

- 기존 프로젝트와 확장된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기술 연구 및 자세한 기술적 설계에 
관한 서류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 제출(세관이 요구 시)

- 2006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된 프로젝트에 대해 관할 기관이 발급한 면세상품 목
록 인증 서류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 제출

- 면세상품 목록 등록 서류에 포함된 문서를 나열한 목록 원본
- 고정자산 생산을 목적으로 처음으로 수입된 장비 및 도구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 대
상 분야나 지역을 식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투자 인센티브 인증서
를 부여하는 기관에게 서면으로 안내를 요청할 수 있음. 납세자의 서면 요청 및 투
자 인센티브 인증서를 부여하는 기관의 서면 안내는 세관에 등록할 면세 수입 상품 
목록과 함께 동봉되어야 함

d. 면세 수입 상품 목록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  및 등록, 세관당국의 검사 근거는 다
음을 바탕으로 함:
- 서류 일체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서류 및 문서 (c. 등록서류의 구성 참조)
- 2006년 9월 22일자 Decree 108/2006/ND-CP의 Appendix I과 II에 명시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분야 및 지역; Decree 149/2005/ND-CP의 Appendix III
에 명시된 고정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입된 장비 및 도구

- 관할 기관이 공표한 재화 목록(다음과 같은 사례 포함): 
· 국내 조달 불가 건축자재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국내 조달 가능 건축자재 목

록, 본 조항의 1항 a에 명시된 고정자산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기술 생산 라인의 
특수 목적 운송수단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인증

· 본 조항의 1항 d에 명시된 사례의 경우, 2005년 12월 8일자 Decree 149/2005/
ND-CP의 Appendix III에 기재된 처음으로 수입할 때에 한하여 수입관세가 면제
되는 장비 및 도구 목록

· 본 조항 1항 i와 k에 명시된 수입 상품의 종류와 같이, 특정 투자의 우대 대상에 해
당하는 프로젝트,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 또는 기계, 전기 및 전자 예
비부품을 제조하는 분야의 생산용 자재, 소모품 및 파츠류의 분류에 대한 통상부
의 상세한 서면 안내 

· 제 101조 1항 j와 k에 명시된 수입 상품의 종류와 같이, 기획투자부가 공표한 국내 
조달 가능 자재, 소모품 및 반완 제품 목록

e. 목록 등록 시한: 첫 번째 수출입 신고 등록 전

f. 납세자의 책임: 
- 본 시행규칙, Decision 33/2009/QD-TTg 제13조, Decree 149/2005/ND-CP 및 기타 

  
제품은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간 수입관세가 면제됨

· Decision 33/2009/QD-TTg에 명시된 국경 게이트 경제지구의 투자프로젝트를 
위한 생산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국내 조달 불가 자재, 소모품 및 반완 제품은 
면세수입목록에 포함되어야 함

b. 목록을 등록하는 곳: 
- 기업이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지역의 ‘성’급 세관부서가 제조 상품을 관리하기 
위한 ‘현’급 세관부서를 설정한 경우, 면세 수출 및 수입 목록 등록은 해당 ‘현’급 세
관부서가 담당함

- 기업이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지역의 ‘성’급 세관부서가 제조 상품 관리를 위한  
‘현’급 세관부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목록 등록은 다른 기관이 대신할 수 없으며 
‘성’급 세관부서가 등록 주체가 됨

c. 등록서류의 구성:
- 상품의 수량과 면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수입 관세 면제 상품 목록 등록 신청서
류 원본으로, 본 시행규칙의 Appendix VI에서 제공하는 서식 No. 14(고정자산의 
경우) 또는 No. 15(기타 자산의 경우)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

- 본 시행규칙의 Appendix VI의 서식 No. 16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수출입관세 면
제 상품 목록 원본 2부 및 조정표(수입 및 수출해야되는 전체 상품의 수량과 값을 
면세 수출입 상품의 수량 및 값과 비교하기 위해 작성한 표) 2 부
· 수출입 면세상품 목록 및 조정표는 프로젝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만 만들거나 

프로젝트 실행 단계마다 또는 프로젝트의 각 항목별로(관할 기관이 부여한 투자 
면허 또는 프로젝트의 경제기술 연구 및 과학기술 문서가 프로젝트를 각 단계별 
또는 항목별로 프로젝트를 나눈 경우) 만들어야 함

· 수출입 면세상품의 수량 또는 값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초기 등록과 다를 시, 기
업은 추가된 재화가 프로젝트의 요구를 충족하고 본 시행규칙 제100조 21 항 b 
의 총 가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록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목록에 기재된 수출입 면세상품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설명문서 또는 도식 원본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상품은 본 시행규칙 제100조 7항의 
c 와 d, 9항의 c, 12항의 a에 명시된 면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재, 공급품, 파츠
류, 세부 부품, 소모성 부품, 피팅 또는 교체를 위한 예비부품, 금형, 면세대상인 기
계와 장비의 조립 완성을 위한 모델 및 액세서리 등을 가리킴

- 투자허가서 및 투자혜택증명서 (프로젝트 확장의 경우, 150억 베트남동 미만의 국
내 투자프로젝트며 조건부 투자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BOT / BTO / BT 
프로젝트인 경우에도 해당)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 제출

  

조세 
프레임워크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끼치는 영향 조세 

프레임워크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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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에 따라 수출입관세법의 면세 사항에 따른 사용용도를 정하고 스스로 직
접 목록을 작성해야 함

- 법에 따라 등록할 면세 수출 및 수입목록에 대해 세관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또
는 프로그램 진행상 필요성 설명과 면세 수출 및 수입품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서
면 설명 또는 도식을 작성해야 함

- 면세 목록에 신고된 수입품의 정확하고 적법한 신고, 면세 수입품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서면 설명, 해당 면세상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g. 세관은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접수, 검사 및 처리해야 함 
-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상품이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목록의 수정을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납세자에게 서류를 반환하고 서류 반환에 대한 명확한 사유
를 명시해야 함

- 서류가 작성 완료된 경우, 각 건에 대하여 해당 서류 패키지의 문서를 Decree 
149/2005/ND-CP 제16조, Decision 33/2009/QD-TTg제13조, 본 Circular의 제
100조 및 제 101조에 따라 면세대상물의 면세대상 여부, 일관성 및 정확성을 식별
하고, 모니터링 장부에 기록한 뒤 면세 수출 및 수입 목록 원본 2부 및 조정표 원
본 2부(세관이 원본 1부를 보관하고 실제로 수출 또는 수입된 상품에 대한 세관절
차를 수행 시 조정을 위해 다른 원본을 납세자에게 제공)에 인감 추가를 위해 비
교 및 검사해야 함

  

조세 
프레임워크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끼치는 영향

a. 세금면제 서류 패키지는 본 Circular은 시행규칙으로 안내하는 세관 서류 패키지임 
- 객관적인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Decree 149/2005/ND-CP 제16조 20항에 
명시된 수출입관세 면제대상인 납세자에 대해, ‘성’급 인민위원회, 부처 또는 장관
급 기관의 수출입관세 면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 인증이 요구됨 

b. 면세절차
- 면세 수출 및 수입 목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납세자는 스스로 계산해 각 면세상품 또는 과세 대상을 신고해야 함. 세관은 규

정에 따라 각 신고 사항에 대한 면세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현행규정과 면세 신
청서류 및 금액을 비교해야 함 

· 세관이 납세자의 신고 사항에 대해 면세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규정에 따
라 세금 및 제재 위반 조치(해당 시)를 판단할 것임

- Decree 149/2005/ND-CP 제16조 20항에 따라 납세자가 객관적인 사유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입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
· 납세자는 면제를 요청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해 재정부 및 총리실에 관련 보고를 

위한 세금면제 서면 요청(관련 서류 동봉)을 세관총국에 보내야 함 
· 세관총국은 모든 서류를 재검토 해야 함.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세금면제 사유

 
면세 신청서류 
패키지 및 신청 
절차 

가 더 명확해야 하는 경우, 세관총국은 해당 신청서의 보충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면 세관총국은 총리실에 제출하기 위해 우선 
재정부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게 됨

· 재정부는 총리의 지시를 담은 서면 통지를 관련 납세자 및 세관총국에 보내야 함 
· 상품 수출 및 수입 절차를 수행하는 관할 세관은 총리의 면세 허용/불가 지침에 

따라 수출입관세 징수/면제 조치를 실시함 

c. 면세 수출입목록의 의무 등록 대상인 경우 면제 절차
- 본 시행규칙에서 안내하는 세관절차 외에도, 세관은 현행규정과 면세서류를 비교
해 납세자의 원래 조정표에서 실제로 수출 또는 수입된 상품의 수량과 가격을 업
데이트하고, 규정에 따라 인증 서명을 한 다음, 1부의 면세 수출입목록 사본과 수
출입관세 면제 상품의 수량과 값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조정표를 제출해야 함 

- 목록에 명시된 상품 수량이 완전히 수출 또는 수입되면, 최종절차가 수행되는 ‘현’
급 세관의 장은 납세자의 원래 조정표에 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목록의 사본은 수
입/수출 상품의 사용에 대한 통관 후 검사 근거로 등록된 ‘성’급 세관부서에 보내
게 됨 

- 세관은 목록과 세관신고서가 등록된 경우 세금을 면제해야 함. 목록 등록 전에 세
관신고서를 등록한 경우, 재정부가 사례별로 심의 및 처리를 하기 위해 보고를 해
야 함 

- 면세 수출입목록의 의무등록 대상인 경우, 면세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첫 번째 신
고서 등록일로부터 6개월에 한 번씩, 면세상품의 시공/설치/사용의 완료일까지, 납
세자는 신고일 첫 날부터 모든 면세상품의 사용 관리,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해 이
미 등록되어 있는 목록에 있는 면세상품의 수출, 수입 또는 사용 내역을 세관에 보
고해야 함 

- 면세상품 목록이 등록된 세관은 납세자의 수출, 수입 및 면세 물품의 적절한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해야 함. 상품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면제된 세금
을 전부 징수하며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됨

- 면세 수출입 등록된 목록의 면세상품 사용과 관련된 재무 결산
· 재무 결산 대상: BOT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또는 BOT, BTO, BT 계약 하

에 투자프로젝트를 실행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수입된 자재와 부품 포함)하는 하
도급 업체에 의해 수입된 상품

- 납세자의 책임: 세관당국에 면세 수입 및 사용에 대한 목록을 등록한 경우, 서비
스 계약이 완료된 후 45일 이내에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해 보
고를 해야 함
·면세 수입 재료, 소모품, 부품 및 반완제품의 수량
·면세 수입 재료, 소모품, 부품 및 반완제품의 실제 소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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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사용된 면세 수입 재료, 소모품, 부품 및 반완제품의 수량
·생산된 제품의 수량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면세 수입 재료, 소모품, 부품 및 반완제품의 수량
·다음 해로 이월되는 면세 수입 재료, 소모품, 부품 및 반완제품 재고의 수량

- 세관의 책임
·면세상품 목록이 등록된 세관은 납세자로부터 재무 결산 보고에 대한 서류 일체를 

접수받은 지 60일 이내에 기업의 수입 및 사용과 수입 면세 재료/부품의 재무적 
결산을 검사하는 데 있어 지방세무서와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재무 결산 보
고 또는 면세상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지 않을 경우 세
금을 징수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함

·특히 5년 면세대상 수입품의 경우, 5년째(마지막 면세)의 재무 결산 후 10일 이내
에, 모든 생산수요 초과 생산분 및 잔여 재고에 대한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
비세(해당 시)는 규정에 따라 모두 신고 납부되어야 함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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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개인에게 송금되는 배당금은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 한 5%의 원
천징수세 대상이 됨.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참고: 배당금으로 이익을 송금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투자자는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베트남 비거주자에게 다음의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음:
· 이자: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 한 원천징수세 5% 적용
· 로열티: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 한 원천징수세 10% 적용
· 기술 서비스 수수료: 법인세 5% 및 부가가치세 5% 적용, 법인세는 조세조약에 따

라 면제될 수 있음

3. (정부) 
Circular 
120/2020/ 
ND-CP 

조세행정법 
2019에 관한 
지침

- 양식 No. 05A/KK-TNCN: 거주자 소득 및 공제 목록
- 양식 NO. 05B/KK-TNCN: 비거주자 및 임시 직원의 소득 및 공제 목록

· FDI 사업 이후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확정 신고 제출
- 외국인투자자는 과실송금 전에 모든 세금 의무를 완료해야 함
· 법인세: 건설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표준 법인세율은 20%임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0%임
· SCT(특별소비세): 생산/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요율은 10%에서 75%까지 

다양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는 관련 정부기관에 문의하여 SCT가 발생할
지 여부와 SCT의 요율을 확인해야 함(있는 경우)

· 의무보험: 베트남에서 고용주는 직원의 월 임금의 21.5%를 SI / HI / UI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제도에 기여할 의무가 있음

-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의 모든 외화 거래에 대해 외화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함. 이 
계정은 직접투자자본계정(DICA)이라고 하며, 해당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음:
· 정관자본 수령
· CAPEX 수령
· 베트남 이외의 당사자로부터 금융 대출 수령, 베트남 이외의 당사자에게 대출 상

환 금전 지급
· 베트남 내 사업활동에서 파생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

- 공인된 은행들만이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각 외화 계좌는 단일 통화로 제한됨
- 외국인투자자는 양도 처리 최소 7일 전에 직접 관할세무서에 과실송금 사실을 알
려야 함

1. (SBV,   
      베트남  
      중앙은행)   
      Circular
      06/2019/
      TT-NHNN

베트남의 FDI 외환 
관리 지침

- 외국인투자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외국인투자자는 다음의 시간 흐름에 따라 과실송금을 수행할 수 있음:
· 법인세 확정 신고 시 베트남 회계기준(Vietnam Accounting Standards)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간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양식 No. 04-CS/SXK: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보고서
- 양식 No. 04-CD/GVGL: 납입자본 기여에 대한 보고서
- 양식 No. 03/TNDN: 법인세 확정신고서
- 양식 No. 05/KK-TNCN: 개인소득세 확정신고서

2. (재정부) 
Circular 
186/2010/ 
TT-BTC 

FDI 사업의 
과실송금에 대한 
지침

법적 
프레임워크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끼치는 영향

그림 56. 베트남내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과실송금 과정

C. 베트남의 과실송금 절차

1. 베트남의 과실송금 절차 개요

●  베트남 중앙은행(SBV)과 재정부(MOF)가 외국인투자자의 과실송금 관련 베트남의 주 관계당국이다.

- SBV: 베트남 내 은행 및 외환 규제를 담당

- MOF: 과세율을 조정하고 이익이 송금될 수 있도록 충족해야하는 관련 조건을 규제함

●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에 개설된 외국인투자자의 외화 은행계좌를 통해 이익 송금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송금 금액은 베트남의 환율을 통해 전환됨. 베트남의 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공식 환율: SBV가 설정함. 이 환율은 베트남정부가 구입 및 판매하는 환율임

- 은행 환율: 각 은행이 설정한 이 환율은 공식 환율에서 1% 이내여야 함

- 국제 변동 환율: 국제 변동 환율은 SBV의 공식 환율 및 베트남의 은행 환율과 다를 수 있음. 격차가 

크면 외국인투자자는 과실송금이 더 유리하도록 차액이 낮아질 때까지 과실송금을 연기할 수 있음

표 26. 베트남내 외국인투자자의 과실송금과 관련된 법적 프레임워크 개요

법적 
프레임워크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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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보상 사례 

●  하노이 하이바쯩(Hai Ba Trung) 지구의 다이꼬비엣(Dai Co Viet) 길의 남단에 있는 건설 단지의 경우 

토지보상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 지역, 공공서비스 구조물, 사무용 건물, 

그리고 학교를 지을 계획을 2002년 초에 승인받았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지 19년이 지난 지금까

지 보상 대상인 총 면적 2만1,203m2 중 6,160m2에 대해서만 보상 절차가 진행되었다. 해당 면적의 

경우 각각 2005년과 2017년에 완공된 2개 동의 이주용 아파트 건물을 위한 지역이었다. 이 프로젝

트의 투자자는 South Dai Co Viet Investment and Development Ltd다.

●  다이꼬비엣 길의 또 다른 중요 프로젝트는 총 토지면적 6,843m2의 주차장이다. 주차장은 지상 1층, 

지하 3층(각 층 면적은 5,673㎡로 예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면, 1,000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하노이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주차

장 건설과 관련하여 총 107개의 가구 및 개인이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현재 이 프로

젝트의 투자자는 Tan Hoang Minh이다.

●  위의 프로젝트들과 관련하여 토지취득, 보상 및 이전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내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수많은 가구가 보상 금액 및 이주 조건에 대해 관련 당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

부 가구는 1991년 행해진 다이꼬비엣 길의 건설에 대한 보상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  하이바쯩 지구 및 하노이의 개발 계획에 따라 위의 두 프로젝트는 2024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은 토지취득 및 토지정리가 2022년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두 프로젝트가 하노

이에 가져다 줄 사회경제적 혜택을 감안할 때, 정부당국 및 투자자는 적절한 보상 및 이전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를 취득하기로 결정
- 국방 또는 안보, 국가 또는 공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토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경우
- 법을 준수한 토지 이용의 종료, 토지의 자발적 반환 또는 인명 위협이 있는 경우

토지취득 및 토지보상 절차
- 토지취득 공지

· 토지취득 결정 전 발급 (농지의 경우 90일 전, 비농지의 경우 180일 전)
· 토지취득 공지의 내용: 토지취득 계획, 토지검사, 토지조사, 토지측량, 재산목록

- 토지취득 결정 발부 주체
· ‘성’급 인민위원회: 외국인투자기관 대상
· ‘현’급 인민위원회: 지역가구 및 개인 대상

- 토지검사, 토지조사, 토지측량, 재산목록 검토 진행
- 토지보상, 재정지원 및 이전계획의 수립 및 검토
- 토지보상, 재정지원 및 이전계획 승인
- 토지보상금 지급 : 토지취득 결정이 발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2013년 토지법 운용에 관한 지침 (토지보상금 관련)

2013년 토지법 운용에 관한 지침 (토지취득 후 재정지원 관련) 

1. 2013년 
토지법 

2. 시행령
     47/2014/
     ND-CP

3. 시행령
     01/2017/
     ND-CP

법적 
프레임워크 토지보상 및 운영 관련 주요 내용 

2. 베트남내 해외건설사의 과실송금 사례

●  A사는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업에 대한 건설 및 투자활동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 건설사 B사(1인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한 한국기업이다. B사는 수익성이 좋으며 해외에 과실송금을 하고 싶어 한다. 법인

세를 납부하고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후, B사는 PAT 금액(세금 후 이익)을 유보한다. B사는 이 

금액을 국내 A사에 송금하고 싶어한다.

●  A사가 B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가능액은B사의 PAT이다. 현재 이중과세 면제규정에 따라 베트남

은 다른 법인에 자본을 납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A사는 

이 배당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D. 토지보상 규정 

1. 토지보상 규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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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 고속도로의 경우 안전통로의 폭은 
- 건식 교량 및 도랑의 경우, 가장 바깥쪽 구조물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각 측면까지 측정했을 때 

최소 10m
- 측면 도로가 있는 도랑 및 건식 교량, 그리고 측면 도로가 있는 고속도로에 대해 관할당국에서 승

인한 계획에 따라 적색으로 표시한 경계
- 도로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적색 경계선까지, 단, 측면에 도로가 없는 고속도로의 경우 최소 

10m  
· 안전통로가 철도와 겹치는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와 철도의 안전통로는 도로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도 안전통로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함. 도로와 철도가 인접하고 종방향 도랑
을 공유하는 경우, 각각의 안전통로 사이의 범위는 더 높은 길가에 있는 도랑의 하단 가장자리임. 
두 통로의 높이가 같으면 안전통로 사이의 범위는 철도 측 도랑의 가장 아래 가장자리임

· 내륙 수로의 보호 통로와 겹치는 안전통로가 있는 도로의 경우, 이 통로의 범위는 자연 제방의 가
장자리임

- 본 시행령의 발효일 이전에 결정된 고속도로 안전통로의 취급:
· 프로젝트가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 완료되었거나 토지정리에 대한 보상 단계에 있는 경우, 안전

통로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함 
· 프로젝트가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았지만 토지정리에 대한 보상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프로

젝트 투자자는 안전통로의 규모에 대해 재승인 작업을 진행하거나 관할당국의 재승인을 요청해
야 함 

- 교량의 폭과 관련하여 육지 위에 있는 교량의 구간(간헐적으로 침수되는 육지 지역을 포함)과 강, 운
하, 수로 교통 활동이 없는 도랑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경우, 안전통로는 교량 난간 양쪽으로 7m임

일시적으로 인도의 일부를 교통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인도의 일부를 교통 목적이 아닌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로 인도를 교통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
· 당의 정책 및 지침, 그리고 국가의 법을 전파하기 위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장례식 준비 및 집에서 행해지는 장례식의 주차장 역할을 하기 위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

우 (특별한 경우 72시간)
· 결혼식 준비 및 집에서 행해지는 결혼식의 주차장 역할을 하기 위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문화/스포츠 활동, 퍼레이드 및 축제를 위한 주차장 역할을 하기 위해 이러한 이벤트의 소요 기간

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 건설자재 및 가정내에서 진행되는 건설의 폐기물 환적 목적으로 전일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6

시까지
- 임시로 교통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인도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보행자를 위한 나머지 인도의 너비는 최소 1.5m일 것
·해당 인도는 임시 사용이 허용된 사례에 적합한 하중지지 구조를 갖고 있을 것

도로전용 토지영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 
- 신규건설, 업그레이드 또는 리노베이션 중인 도로 공사의 경우
·도로의 토지면적의 경우, 관할당국이 토지 지역을 취득하고 토지법에 따라 현재 사용자에게 보상

을 지급
·도로안전통로의 토지구역의 경우, 투자자는 도로 통로 운영규정에 따라 지역 및 도로 관리 기관에 

양도할 랜드마크를 세워야 함. 도로안전통로 내의 건설작업 및 자산이 교통안전 및 도로 인프라 안
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는 영향 수준을 결정하고 지역 토지 관리 기관과 협력하
여 토지법에 따라 토지 이용 제한/피해로 인한 보상을 관할 기관에 요청해야 함

- 현재 사용 중인 도로의 경우, 도로와 도로안전통로의 범위, 그리고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
획을 개발하기 위해 예정된 토지영역의 경계를 결정하는 주요 책임을 도로 관리 기관이 맡고 지역 
토지 관리 기관과 협력해야 함:
·도로전용 토지면적의 범위를 검토하고 결정하며, 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 및 보상을 관할기관에 

요청
·도로안전통로를 위한 토지면적의 범위 검토 및 결정, 지역 및 도로 관리 기관에 넘겨줄 랜드마크 

설치, 토지 이용 제한 및 토지에 있는 자산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토지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보상 
요청 

도로안전통로의 한계 범위
- 도로안전통로는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양쪽에 위치한 토지 공간을 
의미합니다. 도로안전통로의 한계 범위는 관할당국이 승인한 마스터 플랜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규정됨:
· 도심 외곽 도로의 경우, 계획된 기술 등급에 따라 도로안전통로의 폭은 다음과 같음:

- I등급 및 II등급 도로: 17m 
- III 등급 도로: 13m
- IV등급 및 V 등급 도로: 9m 
- V등급 미만 도로: 4m 

· 도심 도로의 경우, 도로안전통로의 한계 범위는 관할당국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적색으로 표시
한 경계가 됨

· 도심 외곽의 고속도로의 경우 안전통로의 폭은 
- 도로 양쪽에 17m
- 건식 교량 및 도랑의 경우, 가장 바깥쪽 구조물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각 측면까지 측정했을 때 

20m

1. (정부) 
Decree 
100/2013 
/ND-CP

법적 
프레임워크 건설 및 운영상 통행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E. 통행권 관련 규정 (건설 범위)

1. 통행권 규정 개요 

표 27. 건설 범위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법적 
프레임워크 건설 및 운영상 통행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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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노반의 일부를 교통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노반의 일부를 교통 목적이 아닌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로 노반을 교통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
·문화/스포츠 활동, 퍼레이드 및 축제를 위한 주차장 역할을 하기 위해 이러한 이벤트의 소요 기간
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폐기물 관리 회사에 의한 가정용 폐기물의 환적 목적으로 전일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 임시로 교통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노반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도심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에 속하지 않음
·남은 노반은 최소 오토바이 2차선과 기본 차량 1차선을 놓기에 충분한 폭이어야 함
·해당 노반은 임시 사용이 허용된 사례에 적합한 하중지지 구조를 갖고 있을 것

차량 주차를 위해 인도 및 노반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유료 주차를 위해 인도 및 노반의 일부를 임시로 사용할 경우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일시적 사용이 허가된 인도 및 노반은 일시 사용이 허용되는 사례에 적합한 하중지지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며,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도심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에 속하지 않음 
·남은 노반은 최소 오토바이 2차선과 기본 차량 1차선을 놓기에 충분한 폭이어야 함
·보행자를 위한 나머지 인도의 최소 폭은 1.5m여야 함

-  지붕에 설치된 기술 장비: 안테나, 피뢰기, 태양광 발전 패널, 금속 물 저장고, 굴뚝, 통풍구 및 장식 
구조 세부 사항은 건물 높이에서 제외

환경 분리 거리 
-  위생, 안전 및 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오염 물질(또는 오염 물질을 포함한 건물 및 구조물)
부터의 최소 거리를 가리킴 

안전통로 
- 건설되는 인프라에 나란히 또는 그 둘레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너비, 길이, 높이를 가리킴

그림 57. 도로 인프라에 따른 건설 범위

법적 
프레임워크 건설 및 운영상 통행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

적색 경계선 
- 건설이 허용된 토지 부분과 교통을 위한 도로 또는 기타 기술 인프라 및 공공 장소용 토지 부분 사이
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도와 지도에 해당 범위를 표시한 것을 가리킴

건설시공 경계선 
- 건설이 허용된 토지 부분(인접구간 및 지하구간)과 비건설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도 및 
지도에 표시한 경계선을 가리킴

여유공간  
-  적색 경계선과 건설시공 경계선 사이의 공간을 가리킴
-  구조물의 높이와 구조물 건설을 위한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폭에 따라 여유공간의 길이가 결정됨
- 베이스와 타워로 구성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베이스와 타워 각각의 높이에 따라 여유 공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

구조물의 높이 
-  승인된 계획에 따라 건물의 지면 수준에서 가장 높은 지점(지붕 및 옥상 출입 포함)까지의 높이를 가
리킴. 구조물에 층이 많이 있는 경우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가장 낮은 층이 우선함

2. (건설부) 
Circular 
22/2019/
TT-BXD

법적 
프레임워크 건설 및 운영상 통행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

토지 이용권 증서가 발부된 토지이나
건설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

건설 시공 공간

토지 이용권 증서가 발부된 토지

인도
인도 도로

도로의 너비 여유공간

적
색 
경
계
선

건설
시공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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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 중 도로망 개발 계획 (2050년 비전 포함)

도로망
- 고속도로: 2030년까지 약 5,004km의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 (2021년 대비 약 3,841km 증가). 
2050년까지 고속도로망은 기본적으로 41개 노선, 총 길이 약 9,014km로 완성될 예정이며, 여기
에는 다음이 포함됨:
· 남북 축(2개 노선): (1) 남북고속도로 동부 방면(Lang Son에서 Ca Mau까지)은 총 길이 2,063km, 

4~10차선, (2) 남북고속도로 서부 방면은 총 길이 약 1,205km, 4~6차선
· 북부 지역: 14개 노선, 총 길이 약 2,305km, 4~6차선
· 중부 – Central Highlands 지역: 10개 노선, 총 길이 약 1,431km, 4~6차선
· 남부 지방: 10개 노선, 총 길이 약 1,290km, 4~10차선
· 하노이 도심 벨트: 3개 노선, 총 길이 약 425km, 4~6차선
· 호치민시 도심 벨트: 2개 노선, 총 길이 약 295km, 4~8차선

- 국도: 2050년까지 172개 노선, 총 길이는 약 2만9,795km(2021년 대비 5,474km 증가). 1차 및 2차  
국도로 구분하여 일반 구간은 최소 3등급 기술 표준 적용, 건설 측면에서 어려운 구간은 4등급 
기술 표준 적용. 기술 표준 등급은 필수 건설 관련 국가 위원회(State Committee of Essential 
Construction)가 정한 도로 설계 표준에 관한 베트남 표준 TCVN 4054:1985에 따른 도로의 중요

1. (총리) 
Decision 
1454/

    QD-TTg 

81 출처:  베트남정부, 법률 도서관,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F. 2021-2030년 인프라 개발에 관한 정부계획 (2050년 비전 포함)81

1. 교통 인프라 계획

●  베트남정부 및 교통부는 교통 인프라 추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현재 기준으로 도로 시스템의 수용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1,139km에 달하는 베트남의 고속도로는 

km/인구로 측정하는 도로 밀도 측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선진국들보다 적은 편이다. 특

히, 베트남의 고속도로 개발은 일본, 한국, 중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망을 확충하여 

국가 교통의 중추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주어져 있다.

●  철도 교통의 경우, 남북 고속철도 노선의 완성이 가정 우선적인 과제이다. 하노이 시와 호치민시의 신

규 철도 노선, 그리고 항구, 산업단지, 경제구역, Central Highlands 지역, 해안 지역 및 인접 국가(중

국,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연결하는 철도 등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항만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내륙 수로 역시 개발 예정에 있다.

표 28.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 중 교통을 위한 개발 결정문 (2050년 비전 포함)

개발 계획 개요 

2. 인프라 개발프로젝트에서의 통행권 이슈 Case Study

프로젝트 개요

●  Dak N’Drung #1풍력발전단지는 Dak N’Drung Dak Nong Ltd.의 프로젝트이다. 2021년 4월 Dak 

Song현 (Dak Nong 성)의 6개 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이 풍력발전단지의 총 

용량은 430MW에 총 투자자본은 약 659.2 백만 USD이다.

통행권 문제

●  이 프로젝트는 풍력발전단지 안전통로(풍력탑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내 보상 관련 이견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토지정리와 관련하여 Dak N'Drung Dak Nong Ltd.는 지역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국가규정 토지보상 비율을 적용했고, 가구별 보상요율은 일관성도 없었다. 이에 대부

분의 주민들은 국가에서 정한 보상율(시장 보상율)보다 높은 보상율을 요구했다.

●  지속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은 건설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건설자재를 운송하

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여러 개의 풍력발전 철탑의 건설이 지연되면서 전반적인 프로젝

트 진행에 영향을 끼쳤다.

솔루션

●  닥농성 인민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법적 서류절차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고, 성 천연자원환경부는 닥

송현 인민위원회와 투자자들이 토지정리 절차를 수행하고 적절한 토지보상율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초기에 성 인민위원회는 토지취득과 관련된 토지정리, 보상 및 이전에 관

한 Decision 03/2021을 내렸지만, 풍력발전단지의 안전통로 주변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

족했기 때문에 결정문 개정 또한 추진하게 되었다.

●  2021년 3월 Decision 03/2021의 개정안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는 천연자원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 

지침을 요청했다. 2021년 6월, 닥농성의 산업통상부는 프로젝트의 안전통로를 식별하는 임무를 맡

았고, 식별된 안전통로를 기반으로 닥농성의 천연자원환경부는 풍력발전 단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토

지정리, 보상 및 이전에 대해 닥송현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성 인민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진행하

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기본 설계도, 건설 도면 및 행정 경계 기록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문서를 제

공할 것을 요청했다.

결론

●  투자자는 통행권과 관련하여 법률 규정에 명시된 문서를 정확하게 모두 제공함은 물론, 통행권 문제 

관련 지역주민들과의 이견을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한, 전례가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당국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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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의 호치민시 종합 계획에 조정이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3개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총리 결정문 1679/QD-TTg(2011) 및 교통부 결정문 497/QD-BGTVT(2016)에 따라 도로안전통로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 3 순환 도로의 규모, 방향 및 기준을 업데이트함. 제 3 순환 도로는 
호치민시, 롱안(Long An), 빈즈엉(Binh Duong) 및 동나이(Dong Nai) 등 4대 주요 도시를 연결함

- 제 3 순환 도로에 연결된 기술 및 과학 R&D 첨단기술구역 개발을 위해 9군 롱프억(Long Phuoc)
구의 계획을 업데이트함. 9군은 2군 및 투득(Thu Duc)군과 함께 호치민시의 새로운 동부 도심 지
역의 일부가 될 예정

- 제 3 순환 도로와 연결된 완벽한 시설 및 인프라를 갖춘 주거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9군 롱빈(Long 
Binh) 및 롱탄미(Long Thanh My)에 대한 계획을 업데이트함

1. (총리) 
Decision 
430/QD-
TTg (2020)

내륙 수로 교통
- 2030년까지 승객 약 5,340만 명의 총 수용 규모를 갖춘 39개의 여객 항구 클러스터가 마련될 예정. 
그 중 북부 지역에 연간 승객 약 1,090만 명의 총 수용 규모를 갖춘 10개의 항구 클러스터, 중부 지역
에 연간 승객 약 250만 명의 총 수용 규모를 갖춘 14개의 항구 클러스터, 남부 지역에는 연간 승객 약 
4천만 명의 총 수용 규모를 갖춘 15개의 항구 클러스터가 있을 것

투자자본
- 위의 계획을 달성하려면 157조 5,330억 동(VND 157,533b) (약 7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투자자본은 국가예산, 비 국가(민간) 재원,  민관협력사업(PPP) 및 공적 개발 원조(ODA)를 포
함한 그 밖의 재원에서 조달할 예정

개발 계획 개요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 중 항만 개발 계획 (2050년 비전 포함)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 중 항공 노선 개발 계획 (2050년 비전 포함)

4. 총리 승인 
대기

5. 총리 승인 
대기

2. 부동산 인프라 계획

●  정부는 주거 및 산업 건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하노이 및 호치민시의 종합 계획을 조정하

고 있다. 

표 29. 부동산 인프라에 관한 개발 결정문

개발 계획 개요 

개발 계획 개요 

성을 기준으로 한 것임
- 해안도로: 28개 성 및 시를 통과. 총 길이 약 3,034km, 2~4차선

투자자본
- 위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900조 동(VND 900,000b)(약 4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투자자본은 국가예산, 비 국가(민간) 재원,  민관협력사업(PPP) 및 공적 개발 원조(ODA)를 포
함한 그 밖의 재원에서 조달할 예정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 중 철도망 개발 계획 (2050년 비전 포함)

철도망
- 총 길이가 약 2,440km인 7개의 기존 철도 노선 외에, 2030년까지 총 길이 2,362km의 새로운 9개 
철도 노선으로 전국 철도망을 구성할 계획. 투자 재원은 다음에 초점을 맞출 예정:
· 남북 고속철도 노선의 2개 우선 구간 (하노이-Vinh, Nha Trang-호치민)
·국제적인 관문이 되는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Hai Phong 및 Ba Ria - Vung Tau)
·호치민시와 Can Tho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국제 교통 협정 및 인접 국가의 투자 진행에 부합하도록 인접 국가(중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연

결하는 철도 노선
- 2050년까지 철도망은 총 길이 약  6,354km,  25개의 철도 노선으로 구성될 예정 

투자자본
- 위의 계획을 달성하려면 240조 동(VND 240,000b) (약 11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투자자본은 국가예산, 비 국가(민간) 재원,  민관협력사업(PPP) 및 공적 개발 원조(ODA)를 포함한 
그 밖의 재원에서 조달할 예정

2. (총리) 
Decision 
1769/

    QD-TTg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 중 내륙 수로망 개발 계획 (2050년 비전 포함)

내륙 수로망
- 2030년까지 내륙 수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9개의 수로 회랑으로 나뉠 예정: Quang Ninh과 
Kien Giang간 1개 회랑(베트남 중부는 해안 회랑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북
부 4개 회랑(Quang Ninh-Hai Phong-하노이, Quang Ninh-Hai Phong-Ninh Binh, 하노이-Nam 
Dinh-Ninh Binh, 하노이-Viet Tri-Lao Cai), 남부 4개 회랑 (호치민시-Can Tho-Ca Mau, 호치민
시-An Giang-Kien Giang, Ba Ria-Vung Tau-Tay Ninh-호치민시, Tien강 및 Hau강을 통해 캄보디
아와 연결되는 수로 회랑). 이들 회랑에는 주요 교통 노선 및 수많은 분기 교통 노선이 포함되어 있음

내륙 수로 항만
- 2030년까지 총 수용 능력 약 3억 6,100만 톤을 갖춘 54개의 화물 항만 클러스터가 생겨날 예정이며, 
북부-중부-남부 지역에 고르게 분포될 것

3. (총리) 
Decision 
1829/

    QD-T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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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인프라 및 자원
- 베트남은 지역 전력 계통망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
축할 계획. 2030년까지 베트남의 전력 공급 안정성(=전력 공급 중단의 감소)는 아세안 회원국 중  
상위 4개국 안에 들 것이며, 동시에 전력 보급률(=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은 아세안 회원
국 중 상위 3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

- 정유 시설은 국내 수요의 최소 70%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 전략적 석유 비축량이 순 수입량의 최소 
90일에 이르도록 보장할 것(전략적 석유 비축량이 이전 연도의 평균 일일 순 수입량에 90을 곱한 
것과 동일한 분량). 베트남은 2030년까지 약 80억m3 및 2045년까지 약 150억m3의 액화천연가스
(LNG)를 수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최종 사용자의 총 에너지 소비 대비 에너지 절약 비율은 2030년까지 약 7%, 그리고 2045년까지 약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에너지 부문 활동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량(국가 발전 흐름이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은 2030년 15%에 이르고, 2045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

발전 인프라 자금조달
- 국영 기관: 에너지 부문에서 국영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재구성, 혁신 및 개선
- 비국영/민간 주체: 비국영/민간 주체는 에너지 개발의 사회화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개발 계획 (2045년 비전 포함)

전력 생산 및 생산 능력
- 1차 에너지 생산(석유, 석탄, 천연 가스, 바이오 연료 및 폐기물,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
너지 생산)은 2030년까지 약 1억 7,500만-1억 9,500만 석유 환산 톤(TOE), 그리고 2045년까지 약 
3억 2000만-3억 5000만 석유 환산 톤(TOE)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전력 공급원의 총 생산 능력(수력, 천연 가스, 석탄, 재생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전력)은 2030년까
지 약 125-130GW 에 이를 것이며, 전력 생산량은 2030년까지 약 5,500-6,000억 kWh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됨  (2020년: 2,470억 kWh)

- 재생에너지(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2030년까지 전체 1차 에너
지 공급의 약 15-20%를 차지할 것이며, 2045년까지는 전체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25~30%를 차
지할 것으로 예상

- 최종 사용자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2030년까지 1억 500만-1억 1,500만 석유 환산 톤(TOE), 그리고 
2045년까지는 1억 6000만-1억 9000만 석유 환산 톤(TOE)에 이를 것으로 예상

- 1차 에너지의 생산 능력은 2030년까지 GDP 기준 미국 달러화 1,000 달러당 420-460석유 환산 킬
로그램(kgOE)에 이를 것이며, 2045년까지는 GDP 기준 1,000 달러당 375-410kgOE에 이를 것으
로 예상

1. (정치국) 
Resolution 
55-NQ/TW

개발 계획 개요 

2030년까지 국가 전력 발전 계획 (2045년 비전 포함) (Electricity Master Plan VIII)

전기 공급원의 총 설비 용량
- 베트남 전기 공급원 총 설비 용량은 2030년까지 13만371-14만3,839M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2020년: 6만9,300MW)
· 석탄 화력 발전이 28.3-31.2%를 차지할 것 (2020년: 31.1%)
· 가스 화력 발전(LNG 포함)은 21.1-22.3% 를 차지할 것 (2020년: 10.3%)
· 대형, 중형 및 양수 저장 수력 발전은 17.7-19.5%를 차지할 것 (2020년: 30.0%)
·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는 24.3-2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2020년: 25.3%)
· 수입 전기는 약 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2020년: 0.8%)

- 베트남 전기 공급원의 총 설비 용량은 2045년까지 26만1,951-32만9,610M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석탄 화력 발전이 15.4-19.4%를 차지할 것
· 가스 화력 발전(LNG 포함)은 20.6-21.2%를 차지할 것
· 대형, 중형 및 양수 저장 수력 발전은 9.1-11.1%를 차지할 것
· 재생에너지(작은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은 26.5-28.4%를 차지할 것
· 수입 전기는 약 3.1% 를 차지할 것

수력발전소 개발
- 2020-2025년 수력 발전 프로젝트 추진 현황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 및 재생 에너지
청-EREA 작성)에 따르면 중형 및 대형 수력발전소 1,840MW가 추가로 증설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프로젝트가 포함됨:

2. 총리 승인 
미결 상태 
(2021년 
11월 현재 
유엔 기후 
변화 협약 
COP26에 
따라 
Electricity 
Master Plan 
VIII 개정 중)

3. 발전 인프라 계획

표 30. 발전 인프라 계획에 관한 개발 결정문

개발 계획 개요 

홍강(Red River) 주거 지역을 형성하는 홍강(Red River) 양안의 교통 및 부동산개발에 중점을 둬 홍
강(Red River)에 대한 종합 계획을 조정
- 총면적 11,000 헥타르, 13개 지구 통과(Me Linh, Dong Anh, Long Bien, Gia Lam, Thuong 
Tin, Thanh Tri, Hoang Mai, Hai Ba Trung, Hoan Kiem, Ba Dinh, Tay Ho, Bac Tu Liem, Dan 
Phuong)

- 인구는 28만 - 3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홍강변 도로 건설 및 10개 신규 교량 건설을 위해 1,500
세대 이주 예정)

- 홍강을 가로지르는 신규 교량 10개 건설: 반푹(Van Phuc), 홍하(Hong Ha), 트엉깟(Thuong Cat), 
탕롱(Thang Long), 뜨리엔(Tu Lien), 쩐흥다오(Tran Hung Dao), 제 2 빈뚜이(Vinh Tuy2)(현재 공
사 진행 중, 2021년 착공), 메소(Me So) , 푸쑤옌(Phu Xuyen), 응옥호이(Ngoc Hoi). 현재 홍강을 가
로지르는 교량은 탕롱(Thang Long), 쯔엉드엉(Chuong Duong), 제 1 빈뚜이(Vinh Tuy 1), 탄찌
(Thanh Tri), 녓떤(Nhat Tan), 빈틴(Vinh Thinh), 롱비엔(Long Bien), 반랑(Van Lang) 등 8개다. 
2050년이 되면, 홍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18개가 될 것

2. (총리) 
Decision 
1259/QD-
TTg (2011) – 
정부 및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조정 미결 
상태

 

개발 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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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빈(Hoa Binh) 수력발전소는 총 용량 480MW를 갖춘 발전기 2기를 증설할 예정. 이 프로젝트
는 2021년 1분기에 시작되었고, 2024년 말에 완료될 예정

· 이알리(Ialy) 수력발전소는 총 용량 360MW 를 갖춘 발전기 2기를 증설할 예정. 이 프로젝트는 
2021년 2분기에 시작되었고, 2024년 말에 완료될 예정

· 찌안(Tri An) 수력발전소는 총 용량 200MW 를 갖춘 발전기 2기를 증설할 예정. 이 프로젝트는 
2022년 1분기에 시작되어 2025년에 완료될 예정

- 작은 수력 발전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700MW 용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2045년에는 수력 발전이 베트남 전기 공급원의 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LNG 개발
- 베트남은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석탄 및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에너지)을 탈피하는 동시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LNG 도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 LNG 도입률은 2020년 0%에서 2030년에는 약 1만
2,550-1만7,100MW, 즉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약 10-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 증가하
여 2045년에는 4만3,000MW로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약 15-1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재생에너지 개발
- 재생에너지원은 2020년 총 에너지 설비 용량의 24.4%를 차지했음. 이 수치는 2030년까지 24.3-
25.7%, 2045년까지는 26.5-28.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력 인프라를 위한 자금조달
-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베트남은 전기 부문에 미 달러화 기준 993억 2천만 달러-1,159억 6천
만 달러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연간 100억 달러-115억 달러에 해당함. 세부적으로는, 연간 85억7천
만 달러-101억5천만 달러를 전기 공급원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송전 계통망에 대한 투자는 
연간 13억6천만 달러- 14억4천만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82 출처:  아시아 개발 은행(ADB), 하노이 뉴스(Hanoi News), 베트남 브리핑(Vietnam Briefing),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허브(Global Infrastructure Hub),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G. 베트남내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82 

●  베트남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관한 법은 2020년에 통과되어 2021

년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PPP에 대한 Decree 63/2018/ND-CP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2020년 

PPP에 관한 법에 제공된 법적 프레임워크는 인프라 개발에 대해 민간 부문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려는 

베트남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

1. 베트남내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 동향

●  2020년 PPP에 관한 법에는 다음과 같은 5대 PPP 투자 부문이 명시되어 있다: (1) 교통, (2) 송전 

계통망 및 발전소(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2018년 전기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가 독점하는 발전소 

제외), (3) 관개, 상수도 및 하수도, (4) 의료 및 교육, (5) IT 인프라. 투자프로젝트는 다음가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입을 거두는 프로젝트, 즉 시공-운영-이전

(BOT), 시공-이전-운영(BTO), 시공-소유-운영(BOO), (2) 프로젝트 품질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프로젝트, 즉 시공-이전-임대(BTL) 및 시공-임대-이전(BLT)

●  교통(특히 고속도로망) 부문은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건설프로젝트 

투자를 계속 유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 부문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020년 PPP에 관한 법

에 따르면 BTL 및 BLT 프로젝트는 교통 부문 중 특히 우대하는 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소프

트 인프라(soft infrastructure)"로 간주되는 의료, 교육, IT와 같은 분야는 더욱 우대를 받게 된다.

●  PPP에 관한 법은 또한 은행 대출 등 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프로젝트 채권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

로 예상된다. 본 법이 채권을 통한 프로젝트 리파이낸싱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에게는 장기투자에 대한 또 다른 옵션이 제공되는 셈이다.

2.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는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예산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을 완
화할 수 있음

●  베트남정부는 인프라 개발의 약 90%를 책임지고 있으며, 공공 투자는 GDP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현

재 투자 추세 외에도 910억 달러(USD91b)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 한편, 코로

나19는 국가예산(특히 보건의료 지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했다.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PPP 

프로젝트가 베트남 국가예산에 추가 압박을 가하지 않고 베트남이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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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베트남 및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건설원가 구조 개관

●  베트남의 m2당 평균 건설비용은 한국 및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동료 국가들의 건

설 공사 비용보다 낮다.

그림 59. 베트남 및 아세안/동아시아 도시의 M2당 평균 건설원가 (단위: 달러(USD), 2019)84

●  베트남의 건설원가는 일반적으로 직접비(자재비, 인건비, 기계장비 비용) 및 간접비로 나뉜다. 베트남에

서는 통상 간접비(예: 행정 비용 또는 일반 관리비)가 직접비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 자재비가 

총 건설원가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건설시장 등 자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의 특성

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시멘트, 모래, 벽돌 등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총 공

사비에서 직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건설원가 구조1.6

84 출처:  터너 앤 타운젠드(Turner & Townsend),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85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83 출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허브(Global Infrastructure Hub),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그림 58. 베트남 인프라 부문 투자 추정치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40)83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허브(Global Infrastructure Hub) 방법론에 대한 참고사항:

1a. 현재 투자 추세는 베트남 경제 및 인구 통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성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에 기반하여 계산됨

1b. 필요 투자 규모는 국가적 특성 차이를 감안한 후 베트남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최고 실적을 수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투자 금액임

2. 이 예상 수치는 연평균 GDP 성장률을 5.2%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

●  PPP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PPP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표준 벤

치마크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PPP에 관한 법에 따른 최초 사업으로 선정된 남북 고속도로 구간

(Dien Chau-Bai Vot 등)이 PPP의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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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출처:  건설부, 마켓 인텔리전스(Market intelligence),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분야
건물 유형  

(건설부 2021년 Decision 
65에 따름)

건설원가 
단위

건설 공사 단가 
- 직접비 

(단위: USD)

기계장비 비용 
비중

인건비
비중

1. 주택/ 
  주거

아파트 건물, 5 층 미만, 
지하 1층 m2 302 5% - 7% 34% - 40%

아파트 건물, 5-7 층, 
지하 1 층 m2 421 5% - 7% 34% - 40%

아파트 건물, 7-10 층, 
지하 2 층 m2 343 5% - 7% 34% - 40%

아파트 건물, 10-15 층, 
지하 2 층 m2 354 6% - 8% 32% - 40%

아파트 건물, 15-20 층, 
지하 2 층 m2 360 6% - 8% 32% - 40%

아파트 건물, 20-24 층, 
지하 2 층 m2 385 6% - 8% 32% - 40%

아파트 건물, 24-30 층, 
지하 3 층 m2 413 7% - 9% 30% - 35%

아파트 건물, 30-35층, 
3 층 m2 434 7% - 9% 30% - 35%

아파트 건물, 35-40 층, 
지하 4 층 m2 483 7% - 9% 30% - 35%

아파트 건물, 40-45층,  
지하 4 층 m2 507 8% - 10% 26% - 33%

아파트 건물, 45-50 층, 
지하 4 층 m2 532 8% - 10% 26% - 33%

단독 주택, 1 층, 벽돌 외벽, 철근 
콘크리트 지붕 m2 192 3% - 5% 35% - 40%

단독 주택, 2-3 층, 벽돌 외벽,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하층 없음 m2 295 3% - 5% 35% - 40%

빌라 주택, 2-3 층, 벽돌 외벽, 철근 
콘크리트 지붕, 지하층 없음 m2 358 3% - 5% 25% - 30%

B. 베트남내 건설 유형별 건설원가 구조  
      (간접비는 포함하지 않음)

1. 민간 건설원가 구조86

표 31. 민간 건설원가 구조

그림 60. 비용 유형별 베트남 건설원가 구조 (%, 2021)85

●  베트남 내 건설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 직접 자재비: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및 자재의 비용 (철골, 시멘트, 벽돌 등)

- 직접 인건비: 건설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기업의 관리 목록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종업원 및 특정 유

형의 작업을 하는 외주 인력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금을 포함. 지불 대상 비용은 (1) 급여 및 임금, (2) 

수당 (즉, 근무 조건, 작업 복잡성, 생활 여건 등으로 인해 종업원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급

여 또는 임금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금액), (3) 급여 공제 (사회보험, 건강보험, 노동 조합 회비, 실

업보험) 등

- 직접 기계장비 비용: 건설사가 수작업 및 기계 공법의 혼합 공법을 사용하여 시공 및 설치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 및 설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건설 차량 및 기계를 사용하는 데 대한 직접 기계장비 비용

- 일반 생산 경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 및 일반 사업 경비로서, (1) 작업장, 부서 및 팀을 관리하

는 직원의 급여, (2)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3) 작업장, 부서, 생산직 직원의 급

여에 대해 규정된 비율에 따라 산출하는 사회보험, 건강보험, 노동 조합 회비, 실업보험에 대한 공제 등 

- 하도급 비용: 하도급자의 특수 용역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 행정 관리비: 건설 공사의 일반 관리비로서, (1) 관리 부서 직원의 급여 (임금 및 수당 포함), (2) 관리 

직원의 사회보험, 건강보험, 노동 조합 회비, 실업보험, (3)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무 자재, 도구,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 (4) 토지 임대료, (5) 면허세, (6) 대손충당금, (7) 외주 서비스(전기, 수도, 전

화, 팩스, 손해 보험, 화재 방지 등), (8) 기타 현금 비용(접수, 고객 상담 등)

- 건설 이자 비용 : 건설활동에 대한 이자 비용

- 기타 비용: 상기 항목 분류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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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출처:  건설부,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2. 산업 건설원가 구조87

표 32. 산업 건설원가 구조 

분야
건물 유형  

(건설부 2021년 Decision 
65에 따름)

건설원가 
단위

건설 공사 단가
 - 직접비

 (단위: USD)

기계장비 비용 
비중

인건비
비중

1. 자재 공장

시멘트 공장, 
120-150 만 톤/년 톤 69 23% - 28% 30% - 36%

시멘트 공장, 
200-250 만 톤/년 톤 71 23% - 28% 30% - 36%

도기 타일 공장, 
100-200만 m2 의 제품/년 m2 1,561 23% - 28% 30% - 36%

화강암 타일 공장,  
150-200 만 m2 의 제품/년 m2 2,407 23% - 28% 30% - 36%

세라믹 위생 도기,  
40만 개 제품/년 제품 개수 8 23% - 28% 30% - 36%

시멘트 구조물 공장, 
5만 m3/년 m3 61 23% - 28% 30% - 36%

다공성 시멘트 공장, 
12만m3/년 m3 33 23% - 28% 30% - 36%

상업용 콘크리트 배치(batch) 
플랜트, 60 m3/년 m3 2,585 23% - 28% 30% - 36%

알칼리성 내화물 공장, 
16,000 톤/년 톤 444 23% - 28% 30% - 36%

고내화 벽돌 공장, 
6,000-1만3,000 톤/년 톤 95 23% - 28% 30% - 36%

2. 석유 & 가스 석유 저장고 (옥외), 2만m3 m3 233 32% - 39% 35% - 43%

3. 중공업 건설
철강 빌렛 공장, 30만 톤/년  톤 14 32% - 39% 35% - 43%

건설용 철강 공장, 25만 톤/년 톤 20 31% - 37% 32% - 39%

4. 에너지, 
발전소

화력발전소, 60만kW kW 314 35% - 43% 29% - 35%

수력발전소, 20만-40만 kW kW 510 35% - 43% 29% - 35%

5. 경공업 
건설

냉장 보관소, 300 톤 m2 414 23% - 28% 30% - 36%

맥주 공장, 
맥주 5 백만 리터/년 리터 147 23% - 28% 30% - 36%

정미소, 7만 톤/년 톤 12 23% - 28% 30% - 36%

의류 공장, 제품 1백만 벌/년 제품 개수 1 23% - 28% 30% - 36%

분야
건물 유형  

(건설부 2021년 Decision 
65에 따름)

건설원가 
단위

건설 공사 단가 
- 직접비 

(단위: USD)

기계장비 비용 
비중

인건비
비중

2. 교육
   /학교

영유아 시설, 
아동 125-200 명 명(아동) 1,983 4% - 6% 27% - 33%

유치원, 아동 280-350 명 명(아동) 1,713 4% - 6% 27% - 33%

초등학교, 
학생 665-1,050 명 명(학생) 948 4% - 6% 27% - 33%

중등 및 고등학교, 
학생 1,080-1,620 명 명(학생) 1,216 4% - 6% 27% - 33%

대학 및 전문대, 
학생 5,000 명 미만 명(학생) 4,731 4% - 6% 27% - 33%

직업 학교, 학생 500-800 명 명(학생) 2,349 4% - 6% 27% - 33%

3. 의료 및 병원
종합 병원, 50-250 병상 병상 24,302 4% - 6% 29% - 35%

국가 중점 병원, 1,000 병상 병상 87,203 4% - 6% 29% - 35%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오락

종합 운동장, 20,000 석 좌석 102 13% - 20% 32% - 40%

체육관, 2,000 석 좌석 341 13% - 20% 32% - 40%

야외 수영장, 크기 16x8 m m2 538 13% - 20% 32% - 40%

대극장, 600-800 석 좌석 931 13% - 20% 32% - 40%

영화관, 400-600 석 좌석 974 13% - 20% 32% - 40%

5. 호텔 및 리조트

1성급 호텔 침상 4,751 6% - 8% 35% - 42%

2성급 호텔 침상 7,067 6% - 8% 35% - 42%

3성급 호텔 침상 15,180 6% - 8% 35% - 42%

4성급 호텔 침상 20,038 6% - 8% 35% - 42%

5성급 호텔 침상 29,038 6% - 8% 35% - 42%

6. 사무실

사무용 건물, 5층 미만, 지하층 
없음 m2 256 5% - 7% 34% - 40%

사무용 건물, 5-7 층, 
지하 1 층 m2 328 6% - 8% 32% - 40%

사무용 건물, 7-15 층, 
지하 3 층 m2 395 6% - 8% 32%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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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물 유형  

(건설부 2021년 
Decision 65에 따름)

건설원가 
단위

건설 공사 단가
 - 직접비 

(단위: USD)

기계장비 
비용 비중

인건비
비중

 

4급 도로, Midlands 지역. 
도로 폭 9m, 노면은 파쇄 골재 노반 
(두께 12cm)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2개 층으로 구성

km 704,482 26% - 31% 14 - 16%

4급 도로, 산악 지역. 
도로 폭 7.5m, 노면은 파쇄 골재 노반 
(두께 7cm)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1개 층으로 구성

km 999,882 26% - 31% 14 - 16%

5급 도로, 삼각주 지역. 
도로 폭 7.5m, 노면은 파쇄 골재 노반 
(두께 7cm)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1개 층으로 구성

km 456,449 26% - 31% 14 - 16%

5급 도로, Midlands 지역. 
도로 폭 7.5m, 노면은 파쇄 골재 노반 
(두께 7cm)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1개 층으로 구성

km 504,678 26% - 31% 14 - 16%

5급 도로, 산악 지역. 
도로 폭 6.5m, 파쇄 골재 노반 위에 
아스팔트 노면 (4.5kg/m2 기준) 

km 555,490 26% - 31% 14 - 16%

6급 도로, 삼각주 지역. 
도로 폭 6.5m, 파쇄 골재 노반 위에 
아스팔트 노면 (3kg/m2 기준)  

km 234,684 26% - 31% 14 - 16%

6급 도로, Midlands 지역. 
도로 폭 6.5m, 파쇄 골재 노반 위에 
아스팔트 노면 (3kg/m2 기준)  

km 331,141 26% - 31% 14 - 16%

6급 도로, 산악 지역. 
도로 폭 6.0m, 파쇄 골재 노반 위에 
아스팔트 노면 (3kg/m2 기준)  

km 485,731 26% - 31% 14 - 16%

 

88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3. 교통 건설원가 구조88

참고: 베트남 도로는 필수 건설 관련 국가 위원회(State Committee of Essential Construction)가 정한 도로 설계 표준에 관한 

베트남 표준 TCVN 4054:1985에 따른 교통량(차량/일)을 기준으로 1급에서 6 급까지 분류됨

표 33. 교통 건설원가 구조 

1. 도로 및 
고속도로

고속도로, 4 차선 km 6,157,755 26% - 31% 14 - 16%

1급 도로, 삼각주 지역, 도로 폭 32.5m, 
노면은 파쇄 골재 노반 (두께 12cm)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2개 층으로 
구성

km 2,522,957 26% - 31% 14 - 16%

2급 도로, 삼각주 지역, 도로 폭 22.5m, 
노면은 파쇄 골재 노반 (두께 12cm)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2개 층으로 
구성

km 1,820,628 26% - 31% 14 - 16%

1급 도로, Midlands 지역, 
도로 폭 22.5m, 노면은 파쇄 골재 노반 
(두께 12cm)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2개 층으로 구성

km 2,039,379 26% - 31% 14 - 16%

3급 도로, 삼각주 지역, 
도로 폭 12m, 노면은 파쇄 골재 노반 
(두께 12cm)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2개 층으로 구성

km 970,600 26% - 31% 14 - 16%

3급 도로, Midlands 지역, 
도로 폭 12m, 노면은 파쇄 골재 노반 
(두께 12cm)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2개 층으로 구성

km 1,115,716 26% - 31% 14 - 16%

3급 도로, 산악 지역, 
도로 폭 12m, 노면은 파쇄 골재 노반 
(두께 12cm)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2개 층으로 구성

km 1,193,226 26% - 31% 14 - 16%

4급 도로, 삼각주 지역. 
도로 폭 9m, 노면은 파쇄 골재 노반 
(두께 12cm)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2개 층으로 구성

km 663,143 26% - 31% 14 - 16%

분야
건물 유형  

(건설부 2021년 
Decision 65에 따름)

건설원가 
단위

건설 공사 단가
 - 직접비 

(단위: USD)

기계장비 
비용 비중

인건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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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출처:  건설부,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4. 기타 인프라 건설원가 구조89

표 34. 기타 인프라 건설원가 구조

분야
건물 유형  

(건설부 2021년 
Decision 65에 따름)

건설원가 
단위

건설 공사 단가
 - 직접비 

(단위: USD)

기계장비 
비용 비중

인건비
비중

1. 담수 공급 시설 담수 시설, 
30만 m3/ 주-야 m3 65 7% - 11% 39% - 47%

2. 통신/전기

음성 및 인터넷용 다중 서비스 
액세스 노드 (MSAN), 
960 파이버

파이버 2 6% - 10% 38% - 46%

VSAT-IP UT 장치, 1.2m 안테나 장치 개수 2,873 6% - 10% 38% - 46%

기지국(BTS) 타워 타워의 톤 10,583 6% - 10% 38% - 46%

분야
건물 유형  

(건설부 2021년 
Decision 65에 따름)

건설원가 
단위

건설 공사 단가
 - 직접비 

(단위: USD)

기계장비 
비용 비중

인건비
비중

2. 철도

2급 철로, 삼각주 지역, 폭 1m, 
콘크리트 침목 km 248,033 20% - 25% 14% - 17%

2급 철로, Midlands 지역, 폭 1m, 
콘크리트 침목 km 255,353 20% - 25% 14% - 17%

2급 철로, 산악 지역, 폭 1m, 
콘크리트 침목 km 263,104 20% - 25% 14% - 17%

3. 교량

도로 교량,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파일 기초, 
9-15m 경간

m2 1,125 25% - 30% 11% - 13%

도로 교량,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파일 기초, 
15-24m 경간

m2 1,066 25% - 30% 11% - 13%

도로 교량,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파일 기초, 
경간 40m 미만

m2 1,398 25% - 30% 11% - 13%

도로 교량,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파일 기초, 
경간100m 미만

m2 1,641 25% - 30% 11% - 13%

보도교,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파일 기초, 
30-50m 경간

m2 2,598 25% - 30% 11% - 13%

철도교, 철근 콘크리트, T22-26 중량 
용량  m 12,509 25% - 30% 11% - 13%

4. 항만 및 
수로

제마링크(Gemalink) 항만의 총 건설 
단가  항만 515,012,219 25% - 31% 14%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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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93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A. 건물 건설

●  건물 건설 부문은 연평균성장률(CAGR) 8.2%를 기록하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문은 (1) 

주거용 건물, (2) 비주거용 건물 등 두 가지 하위 분야로 세분되어 있다.

그림 62. 유형별 건물 건설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92

표 36. 유형별 건물 건설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93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건물 건설 20.25 21.59 23.65 25.90 28.39 30.98 33.31 35.84 38.54 41.46 44.59 

주거용 건물 12.41 13.08 14.36 15.76 17.32 18.94 20.40 21.99 23.69 25.53 27.51 

비주거용 건물 7.84 8.51 9.29 10.14 11.07 12.04 12.91 13.85 14.85 15.93 17.08 

건물 건설 부문 중 차지하는 비율 

주거용 건물 61% 61% 61% 61% 61% 61% 61% 61% 61% 62% 62%

비주거용 건물 39% 39% 39% 39% 39% 39% 39% 39% 39% 38% 38%

90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91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  베트남 건설시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8.1%의 연평균성장률(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건설 부문은 계속해서 건설시장 가치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1. 베트남 건설시장의 건설 유형별 가치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90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표 35. 베트남 건설시장의 건설 유형별 가치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91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건설 부문 35.57 37.76 41.36 45.36 49.67 54.15 58.19 62.65 67.41 72.41 77.80 

 건물 건설 20.25 21.59 23.66 25.90 28.39 30.97 33.31 35.83 38.54 41.45 44.59 

 특수하도급 10.97 11.61 12.72 13.92 15.25 16.63 17.89 19.24 20.68 22.24 23.92 

 교통 및 인프라 4.03 4.23 4.61 5.02 5.46 5.92 6.31 6.74 7.28 7.74 8.23 

 토지계획/개발 0.32 0.33 0.37 0.52 0.57 0.63 0.68 0.84 0.91 0.98 1.06 

건설 부문 중 차지하는 비율

 건물 건설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특수하도급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교통 및 인프라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토지계획/개발 1% 1% 1% 1% 1% 1% 1% 1% 1% 1% 1%

2030년까지 베트남 건설시장 전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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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97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2. 비주거용 건물 건설

●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연평균성장률(CAGR) 8.1%를 기록하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문

은 (1) 공공건물, (2) 상업건물 등 두 가지 하위부문으로 세분되어 있다. 공공건물은 계속해서 비주거

용 건물 건설 부문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4. 비주거용 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96

표 38. 비주거용 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97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비주거용 건물 7.84 8.51 9.29 10.14 11.08 12.04 12.91 13.84 14.85 15.93 17.09 

공공건물 5.71 6.18 6.78 7.44 8.17 8.93 9.52 10.15 10.83 11.56 12.34 

상업건물 2.13 2.33 2.51 2.70 2.91 3.11 3.39 3.69 4.02 4.37 4.75 

비주거용 건물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공공건물 73% 73% 73% 73% 74% 74% 74% 73% 73% 73% 72%

상업건물 27% 27% 27% 27% 26% 26% 26% 27% 27% 27% 28%

94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95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1. 주거용 건물 건설

●  주거용 건물 건설 부문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8.3%를 기록하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문은 (1) 단독가구용 주택(단독주택) 건설, (2) 다가구주택 건설 두 가

지 하위분야로 세분되어 있다. 

그림 63. 주거용 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94

표 37. 주거용 건물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9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주거용 건물 12.41 13.08 14.37 15.77 17.32 18.94 20.40 21.99 23.69 25.52 27.50 

다가구주택 9.66 10.22 11.23 12.33 13.55 14.83 16.02 17.32 18.72 20.23 21.87 

단독주택 2.75 2.86 3.14 3.44 3.77 4.11 4.38 4.67 4.97 5.29 5.63 

주거용 건물 건설 부문 중 차지하는 비율

다가구주택 78% 78% 78% 78% 78% 78% 79% 79% 79% 79% 80%

단독주택 22% 22% 22% 22% 22% 22% 21% 21% 21% 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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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01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ii. 상업건물

●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상업건물은 연평균성장률(CAGR) 8.4%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

다. 사무용 건물 및 공장건물은 상업건물 부문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6. 상업건물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00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표 40. 상업건물 유형별 실적 전망(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01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상업건물 2.123 2.327 2.505 2.695 2.902 3.109 3.386 3.687 4.012 4.362 4.739 

 사무용 건물 1.201 1.324 1.426 1.534 1.652 1.770 1.930 2.104 2.291 2.493 2.711 

 공장 건물 0.625 0.689 0.742 0.798 0.859 0.921 1.004 1.094 1.192 1.297 1.411 

 상가 건물 0.191 0.211 0.228 0.245 0.264 0.283 0.308 0.336 0.366 0.398 0.433 

 기타 상업건물 0.074 0.070 0.075 0.080 0.086 0.091 0.096 0.102 0.108 0.114 0.120 

 식당 건물 0.020 0.019 0.020 0.022 0.024 0.025 0.027 0.029 0.031 0.033 0.035 

 접객용 건물 0.008 0.009 0.009 0.010 0.011 0.012 0.013 0.014 0.015 0.017 0.018 

 스포츠용 건물 0.004 0.005 0.005 0.006 0.006 0.007 0.008 0.008 0.009 0.010 0.011 

98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99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i. 공공건물

●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공공건물 건설은 연평균성장률(CAGR) 8.0%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의료용 건물 및 교육용 건물 건설이 공공건물 건설 부문의 주요 부문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5. 공공건물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98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표 39. 공공건물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9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공건물 5.71 6.18 6.79 7.44 8.17 8.92 9.53 10.15 10.83 11.57 12.34 

의료용 건물 3.59 3.84 4.20 4.59 5.03 5.47 5.71 5.96 6.21 6.47 6.74 

교육용 건물 1.21 1.34 1.44 1.55 1.67 1.79 1.95 2.12 2.31 2.52 2.74 

정부 건물 0.55 0.61 0.70 0.80 0.92 1.05 1.19 1.33 1.50 1.69 1.89 

공공편의시설 건물 0.21 0.23 0.27 0.30 0.34 0.38 0.42 0.46 0.51 0.56 0.61 

종교 건물 0.15 0.16 0.18 0.20 0.21 0.23 0.26 0.28 0.30 0.33 0.36 

공공건물 중 차지하는 비율

의료용 건물 63% 62% 62% 62% 62% 61% 60% 59% 57% 56% 55%

교육용 건물 21% 22% 21% 21% 20% 20% 20% 21% 21% 22% 22%

정부 건물 10% 10% 10% 11% 11% 12% 12% 13% 14% 15% 15%

공공편의시설 건물 4% 4% 4% 4% 4% 4% 4% 5% 5% 5% 5%

종교 건물 3% 3% 3% 3% 3% 3% 3% 3% 3% 3% 3%



104

1.7 2030년까지 베트남 건설시장 전망

105

제1장 베트남 건설시장

103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104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표 41. 특수하도급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03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특수하도급 10.96 11.62 12.73 13.92 15.26 16.63 17.90 19.24 20.68 22.25 23.92 

 건물 설비 5.06 5.40 5.90 6.44 7.03 7.64 8.20 8.80 9.43 10.12 10.85 

 건물 마감 3.23 3.37 3.71 4.08 4.50 4.93 5.33 5.75 6.21 6.71 7.25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1.55 1.69 1.86 2.04 2.25 2.46 2.66 2.87 3.09 3.34 3.60 

 기타 특수하도급 1.12 1.16 1.26 1.36 1.48 1.60 1.71 1.82 1.95 2.08 2.22 

특수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

 건물 설비 46% 47% 46% 46% 46% 46% 46% 46% 46% 45% 45%

 건물 마감 29% 29% 29% 29% 29% 30% 30% 30% 30% 30% 30%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기타 특수하도급 10% 10% 10% 10% 10% 10% 10% 9% 9% 9% 9%

1. 건물 설비

●  건축 설비 하도급 부문은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7.9%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시공 및 기타 배선 설치 건설사는 계속해서 건물 설비 시장 중 주요 비중을 차

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8. 건물 설비 하도급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04

102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상업건물 중 차지하는 비율

 사무용 건물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공장 건물 29%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상가 건물 9% 9% 9% 9% 9% 9% 9% 9% 9% 9% 9%

 기타 상업건물 3% 3% 3% 3% 3% 3% 3% 3% 3% 3% 3%

 식당 건물 1% 1% 1% 1% 1% 1% 1% 1% 1% 1% 1%

 접객용 건물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스포츠용 건물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B. 특수하도급

●  특수하도급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8.1%를 기록하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 건물 설비 건설은 계속해서 특수하도급 부문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7. 특수하도급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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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표 43. 건물 마감 하도급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07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건물 마감 하도급 3.23 3.36 3.72 4.08 4.52 4.93 5.33 5.75 6.21 6.72 7.25 

마감 목공 공사 0.69 0.72 0.81 0.90 1.02 1.13 1.24 1.35 1.47 1.60 1.75 

도장 및 도배 0.77 0.79 0.88 0.97 1.07 1.17 1.27 1.37 1.48 1.61 1.74 

벽체 및 단열재 공사 0.85 0.89 0.96 1.04 1.12 1.20 1.28 1.36 1.45 1.55 1.65 

바닥 공사 0.43 0.45 0.50 0.55 0.61 0.67 0.72 0.78 0.85 0.92 0.99 

기타 건물 마감 공사 0.27 0.28 0.31 0.34 0.38 0.41 0.44 0.48 0.51 0.55 0.59 

타일 및 테라조 공사 0.22 0.23 0.26 0.28 0.32 0.35 0.38 0.41 0.45 0.49 0.53 

건물 마감 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

마감 목공 공사 21% 21% 22% 23% 23% 23% 23% 23% 24% 24% 24%

도장 및 도배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벽체 및 단열재 공사 26% 26% 25% 25% 25% 24% 24% 24% 23% 23% 23%

바닥 공사 13% 13% 13% 13% 13% 14% 14% 14% 14% 14% 14%

기타 건물 마감 공사 8% 8% 8% 8% 8% 8% 8% 8% 8% 8% 8%

타일 및 테라조 공사 7% 7% 7% 7% 7% 7% 7% 7% 7% 7% 7%

105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106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표 42. 건물 설비 하도급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05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건물 설비 하도급 5.06 5.40 5.90 6.43 7.03 7.64 8.20 8.79 9.44 10.12 10.85 

전기 시공 및 기타 배선 설치 2.60 2.78 3.05 3.33 3.65 3.98 4.27 4.58 4.92 5.28 5.66 

배관, 난방 및 냉방 공사 2.02 2.15 2.34 2.55 2.78 3.02 3.24 3.48 3.74 4.01 4.30

기타 건물 설비 공사 0.44 0.47 0.51 0.55 0.60 0.64 0.69 0.73 0.78 0.83 0.89 

건물 설비 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

전기 시공 및 기타 배선 설치 51% 51% 52% 52% 52% 52% 52% 52% 52% 52% 52%

배관, 난방 및 냉방 공사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기타 건물 설비 공사 9% 9% 9% 9% 8% 8% 8% 8% 8% 8% 8%

2. 건물 마감

●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건물 마감 하도급 부문은 연평균성장률(CAGR) 8.4%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에는 마감 목공 공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9. 건물 마감 하도급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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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11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4. 기타 특수하도급

●  기타 특수하도급 시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7.1%를 기록하며 계속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지조성 공사 부문은 계속해서 기타 특수하도급 시장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1. 기타 특수하도급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10

표 45. 기타 특수하도급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11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타 특수하도급 1.118 1.157 1.256 1.362 1.480 1.600 1.707 1.822 1.945 2.075 2.215 

부지조성 공사 0.660 0.682 0.737 0.796 0.861 0.927 0.980 1.036 1.095 1.157 1.223 

그외 모든 특수하도급 0.458 0.475 0.519 0.566 0.619 0.673 0.727 0.786 0.850 0.918 0.992 

기타 특수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

부지조성 공사 59% 59% 59% 58% 58% 58% 57% 57% 56% 56% 55%

그외 모든 특수하도급 41% 41% 41% 42% 42% 42% 43% 43% 44% 44% 45%

108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09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3.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부문은 연평균성장률(CAGR) 8.8%를 기록하며 계

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수 관정 드릴 공사는 계속해서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시장 중 주

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0.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하도급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08

표 44.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하도급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09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하도급 1.56 1.68 1.85 2.05 2.25 2.46 2.66 2.87 3.09 3.35 3.60 

급수 관정 드릴 공사 0.74 0.81 0.92 1.05 1.19 1.34 1.49 1.65 1.83 2.03 2.24 

굴착 및 철거 0.45 0.48 0.51 0.55 0.58 0.62 0.66 0.69 0.73 0.78 0.82 

콘크리트 작업 0.20 0.21 0.22 0.24 0.25 0.26 0.27 0.28 0.28 0.29 0.29 

지붕 공사 0.17 0.18 0.20 0.21 0.23 0.24 0.24 0.25 0.25 0.25 0.25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

급수 관정 드릴 공사 47% 48% 50% 51% 53% 54% 56% 57% 59% 61% 62%

굴착 및 철거 29% 29% 28% 27% 26% 25% 25% 24% 24% 23% 23%

콘크리트 작업 13% 13% 12% 12% 11% 11% 10% 10% 9% 9% 8%

지붕 공사 11% 11% 11% 10% 10% 10% 9% 9% 8% 7% 7%



110

1.7 2030년까지 베트남 건설시장 전망

111

제1장 베트남 건설시장

114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15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1.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

●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시장은 연평균성장률(CAGR) 7.3%를 기록하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 고속도로 부문은 계속해서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시장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3.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14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표 47.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15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 1.855 1.975 2.155 2.342 2.538 2.739 2.910 3.086 3.365 3.550 3.739 

고속도로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도로 0.542 0.556 0.621 0.692 0.771 0.855 0.909 0.967 1.028 1.093 1.161 

교량 0.171 0.176 0.186 0.196 0.206 0.216 0.230 0.245 0.260 0.277 0.294 

터널 0.042 0.043 0.048 0.054 0.061 0.068 0.071 0.074 0.077 0.080 0.084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고속도로 59% 61% 60% 60% 59% 58% 58% 58% 59% 59% 59%

도로 29% 28% 29% 30% 30% 31% 31% 31% 31% 31% 31%

교량 9% 9% 9% 8% 8% 8% 8% 8% 8% 8% 8%

터널 2% 2% 2% 2% 2% 2% 2% 2% 2% 2% 2%

112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13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C. 교통 및 인프라 건설

●  교통 및 인프라 건설시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7.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문은 (1)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2) 공공서비스 시스템, (3) 기타 교통 및 인프라 등 세 분야로 세분되어 있다.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은 계속해서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2.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12 

표 46.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13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교통 및 인프라 건설 4.04 4.23 4.61 5.02 5.46 5.91 6.31 6.74 7.28 7.74 8.23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1.86 1.98 2.16 2.34 2.54 2.74 2.91 3.09 3.37 3.55 3.74

공공서비스 시스템 1.55 1.60 1.74 1.90 2.07 2.25 2.41 2.59 2.77 2.97 3.18

기타 교통 및 인프라 0.63 0.65 0.71 0.78 0.85 0.92 0.99 1.06 1.14 1.22 1.31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46% 47% 47% 47% 47% 46% 46% 46% 46% 46% 45%

공공서비스 시스템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9%

기타 교통 및 인프라 16% 15% 15% 16% 16% 16% 16% 16% 16%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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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전력선, 통신선 및  관련 구조물 공사 42% 42% 42% 42% 43% 43% 43% 43% 43% 43% 43%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 
구조물 공사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하수도 공사 14% 14% 13% 13% 12% 12% 12% 12% 12% 12% 13%

급수 관정 드릴 공사 4% 4% 4% 4% 4% 4% 4% 4% 4% 4% 4%

상수도 본관 및 상수 처리장 공사 1% 1% 1% 1% 1% 1% 1% 1% 1% 1% 1%

3.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

●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시장은 연평균성장률(CAGR) 7.6%를 기록하

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철도 선로 신설 시장은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시장 중 주요 비중을 차

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5.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18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116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17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2.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시장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7.5%를 기록하

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선, 통신선 및 관련 구조물 공사 부문은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부

문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4.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16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표 48.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17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1.55 1.60 1.75 1.91 2.09 2.25 2.42 2.59 2.76 2.97 3.18 

전력선, 통신선 및  관련 구조물 공사 0.65 0.67 0.73 0.81 0.89 0.97 1.04 1.11 1.19 1.28 1.37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 
구조물 공사 0.62 0.64 0.70 0.77 0.84 0.91 0.98 1.04 1.11 1.18 1.26 

하수도 공사 0.21 0.22 0.23 0.24 0.26 0.27 0.29 0.32 0.34 0.37 0.40 

급수 관정 드릴 공사 0.06 0.06 0.07 0.07 0.08 0.08 0.09 0.10 0.10 0.11 0.12 

상수도 본관 및 상수 처리장 공사 0.01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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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122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표 50. 토지계획 및 개발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21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토지계획 및 개발 0.32 0.33 0.37 0.52 0.57 0.63 0.68 0.84 0.91 0.98 1.06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0.32 0.33 0.37 0.42 0.47 0.53 0.58 0.64 0.71 0.78 0.86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   -   -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산업용 토지계획 및 개발 -   -   -   -   -   -   -   0.10 0.10 0.10 0.10 

토지계획 및 개발 중 차지하는 비율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100% 100% 100% 81% 82% 84% 85% 76% 78% 80% 81%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0% 0% 0% 19% 18% 16% 15% 12% 11% 10% 9%

산업용 토지계획 및 개발 0% 0% 0% 0% 0% 0% 0% 12% 11% 10% 9%

1.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시장은 연평균성장률(CAGR) 10.9% 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다. 주택 및 주택단지 개발 부문은 계속해서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중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77.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시장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22

119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120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표 49.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19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타 교통 및 인프라 0.62 0.65 0.73 0.78 0.87 0.92 0.99 1.07 1.14 1.22 1.32 

철도 선로 신설 0.49 0.50 0.55 0.59 0.65 0.70 0.75 0.80 0.85 0.91 0.97 

철도 선로 수리 및 유지보수 0.07 0.07 0.08 0.09 0.10 0.10 0.11 0.12 0.13 0.14 0.15 

방파제  건설 0.01 0.02 0.03 0.03 0.04 0.04 0.05 0.06 0.07 0.08 0.09 

해상 건설 0.04 0.05 0.05 0.05 0.06 0.06 0.06 0.07 0.07 0.07 0.08 

부두 건설 0.01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3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

철도 선로 신설 79% 77% 75% 76% 75% 76% 76% 75% 75% 75% 73%

철도 선로 수리 및 유지보수 11% 11% 11% 12% 11% 11% 11% 11% 11% 11% 11%

방파제  건설 2% 3% 4% 4% 5% 4% 5% 6% 6% 7% 7%

해상 건설 6% 8% 7% 6% 7% 7% 6% 7% 6% 6% 6%

부두 건설 2% 2% 3% 3% 2% 2% 2% 2% 2% 2% 2%

D. 토지계획 및 개발

●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계획 및 개발 건설시장은 연평균성장률(CAGR) 12.9%를 기록하며 성장

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건설은 계속해서 토지계획 및 개발 시장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6. 토지계획 및 개발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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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127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123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124 출처:  글로벌 마켓 모델(GMM),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25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표 51.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시장 유형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23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0.32 0.33 0.38 0.42 0.47 0.53 0.58 0.64 0.71 0.78 0.86 

주택 및 주택단지 개발 0.23 0.23 0.27 0.30 0.34 0.39 0.43 0.48 0.53 0.59 0.65 

아파트 및 기타 주거 개발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8 0.19 0.21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중 차지하는 비율

주택 및 주택단지 개발 72% 70% 71% 71% 72% 74% 74% 75% 75% 76% 76%

아파트 및 기타 주거 개발 28% 30% 29% 29% 28% 26% 26% 25% 25% 24% 24%

2.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  2023년에서 2030년 사이에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건설시장은 비교적 꾸준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8.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24

표 52.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2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   -   -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3. 산업용 토지계획 및 개발

●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산업용 토지계획 및 개발은 비교적 꾸준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79. 산업용 토지계획 및 개발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26

표 53.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실적 전망 (단위: 십억 달러(USDbn), 2020-2030)127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산업용 토지계획 및 개발 -   -   -   -   -   -   -   0.10 0.10 0.1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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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출처:  재정부, 법률 도서관,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  사전검사 대상이 되는 세금환급 건의 경우: 세무당국은 기본 건설(즉, 공장 또는 공공서비스 건설)에 대

한 VAT 환급을 요청하는 서류 일체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

하고 세금환급 결정문을 발급해야 한다.

●  ‘성’급 재무당국은 납세자가 기 납부한 VAT에 대한 환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

B. 건설 관련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129

1단계: 신청서 제출

●  세무신청서 서류는 지방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금납부 완료 증명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서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서류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

해야 한다. 부가세환급 신청서류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모든 유효한 서류(예: 영수증, 인보이

스, 자재, 기계, 인력 공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 등)가 포함되어야 한다.

2단계: 세무당국의 접수 서류 검토

●  세무당국은 서류를 접수하고 그 서류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완전하고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 서류가 유효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서류가 적합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보완 및 

수정 지침을 제공한다.

- 신청서가 유효한 경우, 서류를 접수한 세무당국은 신청자에게 날짜지정 공문을 발급하는데, 여기에는 

납세자가 VAT 환급 결정문을 받게될 지정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

3단계: 지방세무서의 문서 처리, 결정문 발행 및 납세자에 대한 환급 진행

●  부가가치세 환급결정문에 근거하여 지방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명령을 해당 지방 재무당국에 전

달한다. 날짜지정 공문에 따라 납세자는 지방세무서에 방문하여 결과 통지서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액(있는 경우)을 수령한다.

128 출처:  재정부, 법률 도서관,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A. 건설 관련 부가세 환급 시 주요 참고 관행128

●  해외건설사는 부가가치세(VAT)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이런 유의사항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건설사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건설사에게

도 해당된다. 통상 건설사의 지출 비용(예: 기계장비 비용,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은 상당한 규모이며, 특

히 자재가 포함된 건설계약의 경우 더욱 그렇다. 베트남 조세 행정에 관한 법률(Vietnam Law on Tax 

Administration)에 따라 건설사는 구매한 재화 및 용역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VAT)로 납부해

야 한다.

●  건설사가 재화 및 용역 구매를 증빙하는 유효한 서류를 전부 구비하여 세무당국에 환급 요청서를 제출

한 경우 VAT 환급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건설사는 (1) 수주한 건설계약에 대한 총 VAT 금액 (2) 재화 

및 용역 구매(예: 건설자재, 건설 기계, 하도급자와의 건설 용역계약 등) 간 VAT 금액 차액에 대해서만 

VAT를 납부하면 된다.

●  건설사 마진율이 대체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하노이 및 호치민시 6%), 유효한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경우 건설사의 수익성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한국건설사들은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 베트남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숙지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건설사가 세무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증빙서류(예: 영수증, 인보이

스, 자재, 기계, 인력 공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 등) 관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건설

사는 유효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인력 채용, 또는 유효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이 없는 자재 및 장비의 구입 

등 증빙서류가 없는 사업활동을 피해야 한다.

●  사전환급 대상이 되는 세금환급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사후검사를 수행한다(검사

는 통상 VAT 환급 결정 후 10년 이내에 위험 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

- 만일 납세자가 환급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환급자격은 있으나 세금을 환급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세무당국은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납세자

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만일 납세자가 환급자격을 갖춘 경우, 세무당국은 신청서류 일체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6 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세금환급 결정문을 발급해야 한다.

한국건설사들을 위한 주요 참고사항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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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출처:  재정부, 법률 도서관,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C.  그 밖에 해외건설사들을 위한 주요 참고사항130

●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해외건설사는 베트남 건설부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게

시해야 한다.

- 건설 계획 

- 건설프로젝트 수립 및 평가

- 건설프로젝트 관리,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건설프로젝트의 건설비용 관리 

- 공사 측량

- 건설 설계 및 견적, 건설 설계 및 견적에 대한 평가

- 건설 현장조사 및 테스트

- 건설 감리

- 공사 시행                  

- 시공 품질의 검사 및 평가

●  해외건설사는 프로젝트가 위치한 성의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무소 및 대표자

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 및 이메일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해당 건설사가 건설 계획, 건설프로젝트 수립, 

공사 측량 또는 건설 설계의 입찰 패키지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위치한 성이 아닌 다른 성에 

위와 같은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위의 정보를 등록한 후 건설사는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건설부, 공안

부, 재정부, 산업통상부, 베트남 중앙은행 및 건설 공사가 위치한 시/성 인민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

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  베트남 노동법에 규정된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해외건설사는 베트남 인력이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한

해서만 경제관리 전문가, 기술관리 전문가 및 숙련 인력을 베트남에 파견할 수 있다. 해외건설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및 출국, 임시 또는 영구거주 등록 및 베트남 노동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

급되는 취업허가 신청 등에서 관련 베트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건설사는 베트남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건설 컨설팅업체를 위한 전문 

책임 보험, 조달업체를 위한 화물 보험, 건설시공사를 위한 보험 및 기타 보험 등이 포함된다. 

●  건설작업이 완료되면 해외건설사는 준공서류를 작성하고, 보증 책임을 지며, 베트남으로 수입된 장비에 

대한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수출입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 공사의 잔여 자재를 처리하고, 임시 수

입으로 등록된 자재를 재수출하여 계약을 완료한다. 이와 동시에 해외건설사는 관련 정부기관에 계약 종

료 및 사무소 폐쇄에 대한 통지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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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베트남의 건설 인력시장 개관

●  산업 및 건설 종사 인력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베트남 전체 노동인력의 27.1%를 차

지했다. 전체 노동시장 중 산업 및 건설 부문의 고용이 연평균성장률(CAGR) 6.2%를 기록하며 다른 부

문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림 80. 베트남의 산업별 노동인구 (단위: 백만 명, 2015-2020)131

●  건설 노동인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전체 산업 및 건설 노동인구의 28.3%를 차지했다.

그림 81. 베트남 전체 산업 및 건설 노동인구의 부문별 분포 (단위: 백만 명, 2015-2020)132

(이 차트에 값이 표시되지 않은 하위 업종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

베트남의 건설 인력시장 2.1

131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32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2.1 베트남의 건설 인력시장

2.2 베트남의 건설 장비 및 기자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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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출처:  교육훈련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36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B. 베트남 건설 노동인력의 교육 및 훈련

●  2020년 현재 건설/토목 공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은 46개가 있다. 이들 대학 

중 대다수(63%)는 학사 학위 프로그램(공학 분야)을 제공한다.

그림 83. 베트남에서 건설/토목 공학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수 (2020)135

●  하노이 및 호치민시를 합친 규모는 전국 건설 관련 교육기관의 65.2%를 차지한다.

그림 84. 하노이 및 호치민시에서 건설/토목 공학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수 (2020)136

●  건설에 종사하는 노동인력의 평균 13.9%가 숙련(즉, 건설에 관한 정식 교육을 받은) 노동인력이며, 이

는 베트남 평균인 21.7%보다 낮은 수치다. 

●  베트남의 숙련된 건설 노동인력은 (1) 엔지니어, (2) 기능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인력, (3) 견습 인력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엔지니어는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인력이다.

133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34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표 54. 베트남 전체 산업 및 건설 노동인구의 부문별 분포 (단위: 백만 명, 2015-2020)133

* 소수점 반올림으로 비율의 합이 100%에서  ±1%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산업 및 건설 노동인구 12.24 13.43 14.10 14.79 16.46 16.51 

제조 부문 노동인구 8.46 9.05 9.54 10.00 11.29 11.30 

건설 부문 노동인구 3.28 3.86 4.07 4.27 4.62 4.70 

광업 부문 노동인구 0.23 0.22 0.21 0.20 0.20 0.1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조 부문 노동인구 0.15 0.16 0.15 0.17 0.19 0.17 

상수도 및 폐기물 관리 부문 노동인구 0.12 .14 0.13 0.15 0.16 0.17 

산업 및 건설 노동력 중 차지하는 비율

제조 부문 노동인구 69.1% 67.4% 67.7% 67.6% 68.6% 68.4%

건설 부문 노동인구 26.8% 28.7% 28.9% 28.9% 28.1% 28.5%

광업 부문 노동인구 1.9% 1.6% 1.5% 1.4% 1.2% 1.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조 부문 노동인구 1.2% 1.2% 1.1% 1.1% 1.2% 1.0%

상수도 및 폐기물 관리 부문 노동인구 1.0% 1.0% 0.9% 1.0% 1.0% 1.0%

●  건설 노동인구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7.4%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그림 82. 베트남의 건설 노동인구 추이 (단위: 백만 명, 2015-20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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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출처:  법률 도서관,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C. 베트남 건설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의 임금

●  베트남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각 시/성의 지리적 지역에 따라 결정된다. 하노이 및 호치민시에서 지역 구

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5. 급여 및 임금 결정을 위한 지리적 지역139

해당 지방자치단체 군현 및 소도시 지역 구분

하노이

Zone 1
- 도심 구역: 바딘(Ba Dinh), 북 뜨리엠(Tu Liem), 꺼우저이(Cau Giay), 

동다(Dong Da), 하동(Ha Dong), 하이바쯩(Hai Ba Trung), 호안끼엠(Hoan 
Kiem), 호앙미(Hoang Mi), 롱비엔(Long Bien), 남 뜨리엠(Tu Liem), 
떠이호(Tay Ho), 딴쑤언(Thanh Xuan)

Zone 2
-  교외 구역: 지아럼(Gia Lam),  동안(Dong Anh),  속선(Soc Son), 

탄찌(Thanh Tri), 트엉띤(Thuong Tin), 호아이득(Hoai Duc), 탁텃(Thach 
That), 꾸옥오아이(Quoc Oai), 탄오아이(Thanh Oai), 메린(Me Linh), 
쯔엉미(Chuong My)

- 소도시: 선떠이(Son Tay)

I

- 교외 구역: 바비(Ba Vi), 당프엉(Dan Phuong), 푸쑤옌(Phu Xuyen), 
푹토(Phuc Tho), 웅호아(Ung Hoa), 미득(My Duc)

II

호치민시

- 도심 구역: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제6군, 제7군, 제8군, 제9군, 
제10군, 제11군, 제12군, 빈탄(Binh Thanh), 떤푸(Tan Phu), 떤빈(Tan 
Binh), 빈떤(Binh Tan), 푸년(Phu Nhuan), 고밥(Go Vap), 투답(Thu Dap) 

- 교외 구역: 꾸찌(Cu Chi), 혹몬(Hoc Mon), 빈짠(Binh Chanh), 냐베(Nha Be)

I

- 교외 구역: 껀저(Can Gio) II

137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38 출처:  AMC,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 기능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노동인력은 건설 분야 숙련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기능대학은 직업 

훈련 전문대학으로서, 학생들이 건설, 호텔 관리 및 접객 등과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기능대학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은 기술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견습 인력은 기계 작동 및 유해 화학 물질 처리와 같이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대해 경험이 풍

부한 건설작업자로부터 현장 교육을 받는다.

●  베트남의 비숙련 건설 노동인력은 건설 현장에서 수작업에 종사한다. 비숙련 건설 노동인력은 또한 특

정 계절에만 일하는 경향이 있다(즉, 농업 노동의 대안으로 계절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일을 찾는다).

그림 85. 건설 부문과 베트남 경제 전체의 숙련 노동 비율 (%, 2015-2020)137

 

그림 86. 교육 수준별 건설 노동인구 분포 (%, 20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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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출처:  베트남의 건설 기계 수입,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42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베트남의 건설 장비 및 기자재 시장2.2 

A. 시공 및 광산 장비

●  시공 및 광산 장비에 대한 수요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2.3%를 기록하며 

성장했다.

그림 87. 베트남의 시공 및 광산 장비 수요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141

●  시공 및 광산 장비 부문 중에서 자주식 도로 건설 장비 및 토공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표 57. 베트남의 시공 및 광산 장비 종류별 수요 (%, 2015-2020)142

# 장비 종류 2015 2020

1 무한 궤도식 트랙터 0.0% 0.0%

2 비포장도로용 덤프 트럭 5.2% 6.0%

3 연속 작동 광산 컨베이어 및 엘리베이터 0.6% 0.8%

4 파일 추출기 및 파일 드라이버 1.2% 1.2%

5 암석 및 석탄 절단기 0.3% 0.4%

6 기타 자주식 기계 5.5% 6.2%

7 압축 및 다짐 기계 (비 자주식) 0.6% 0.4%

8 선별, 분리, 분류 및 세척 기계 10.1% 9.6%

9 파쇄기 및 분쇄기 9.5% 8.4%

10 자주식 도로 건설 장비 및 토공 장비 37.1% 37.5%

11 혼합 및 반죽 기계 3.7% 3.5%

12 기타 시공 및 광산 기계 7.4% 7.6%

13 시공 및 광산 기계 부품 18.8% 18.6%

140 출처:  LegalLibrary,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표 56. 하노이 및 호치민시 건설 노동자 평균 임금 (단위: 미국 달러화(USD), 2021)140

# 그룹 평균 임금
(USD/1인 하루 노동량)

I 직접 건설 노동자

1 1 지역 15

2 2 지역 12

II 건설 엔지니어

1 1 지역 17

2 2 지역 15

III 건설자문

1 선임 엔지니어, 프로젝트 관리자 34

2 주 엔지니어, 부서 관리자 26

3 일반 엔지니어 17

4 기술자 (직업학교, 전문대학) 12

IV 잡역노동자 

1 1 지역 27

2 2 지역 24

V 차량 운전자

1 1 지역 –  Zone 1 12

2 1 지역 –  Zone 2 11

3 2 지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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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출처:  베트남 건설 개발 주식회사(Vinacoma),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46 출처: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47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148 출처: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출처에서 인용. 

C. 건설 장비의 수입

●  베트남 건설 장비의 대부분은 수입품이다. 현재 베트남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건설 장비 종류는 EKG-10

과 VMC-500 굴착기 등으로 한정적인 편이다.145

그림 89. 베트남의 건설 장비 수입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146

●  중국은 베트남에 건설 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서 2020년 수입된 건설 장비 금액 중 40.4%를 

차지했고, 중국과 함께 일본, 한국 세 나라가 베트남 전체 건설 장비 수입의 79%를 차지했다.

그림 90. 베트남의 국가별 건설 장비 수입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147

표 59. 베트남의 국가별 건설 장비 수입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148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점유율(%) 
(2020)

중국 558.96 605.37 684.33 637.06 693.14 544.04 40.4%

일본 470.64 488.64 391.24 322.60 307.00 287.69 21.3%

대한민국 271.51 271.55 303.59 166.98 207.06 233.73 17.3%

기타 482.34 442.56 415.94 437.71 435.92 282.82 21.0%

총계 1,783.46 1,808.13 1,795.10 1,564.34 1,643.13 1,348.28 100.0%

143 출처:  베트남의 건설 기계 수입,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44 출처:  GRD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B. 핸들링 및 인양 장비

●  핸들링 및 인양 장비 수요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률(CAGR) 7.6%를 기록하며 성장

했다.

그림 88. 베트남의 핸들링 및 인양 장비 수요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143

●  핸들링 및 인양 장비 중에서 크레인 및 인양 프레임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표 58. 베트남의 핸들링 및 인양 장비 종류별 수요 (%, 2015-2020)144

# 장비 종류 2015 2020

1 풀리 태클(Pulley tackle) 및 호이스트(hoist) 0.7% 0.4%

2 캡스턴(Capstan) 및 윈치(winch) 4.4% 4.2%

3 호이스트(Hoist) 및 잭(jack) 4.1% 2.8%

4 크레인 및 리프팅(lifting) 프레임 27.3% 21.7%

5 연속 작동식 물품 컨베이어 및 엘리베이터 19.6% 25.4%

6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1.3% 1.2%

7 리프트 및 스킵 호이스트(skip hoist) 10.1% 9.6%

8 공압 컨베이어 및 엘리베이터 0.4% 0.4%

9 스키 리프트(ski-lift), 체어리프트(chairlift) 및 공중 케이블카(teleferique) 0.7% 0.6%

10 작업 트럭 11.4% 10.2%

11 기타 핸들링 및 인양 장비 5.3% 5.9%

12 핸들링 및 인양 장비 부품 14.6%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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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출처: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D. 건설 장비의 시장가격150

●  아래 표에 인용된 임대가격은 운전자 및 연료는 포함되지 않은 순수 장비 임대가격이다. 이 가격은 2021 년 

10 월 임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장비 코드는 베트남 건설부 Circular 11/2019/TT-BXD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코드가 없

는 장비에 관한 자료는 관련 전문가가 제공한 것이다. 

●  장비 1회 임대 기준은 8시간이다.

표 61. 건설 장비의 시장가격(소매 및 임대) (기준: 달러(USD), 2021년 10월 기준)
(참고: 장비 코드가 01로 끝나고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경우 건설부 Circular 11/2019/TT-BXD에 따라 해당 장비에 대한 하위 범주가 없음)

# 장비 코드 장비 종류 소매 가격 임대가격 
(1회당)

임대가격 
(1개월당)

I   토공 및 토양 콤팩터 건설 장비
M101.0100 크롤러 굴착기 – 버킷 용량:

M101.0101 0.4m3 23,684 71 1,378

M101.0102 0.5m3 29,282 75 1,464

M101.0103 0.65m3 33,588 90 1,636

M101.0104 0.8m3 36,171 99 1,722

M101.0105 1.25m3 38,755 131 3,014

M101.0106 1.6m3 51,673 185 3,876

M101.0107 2.3m3 301,429 241 4,306

M101.0108 3.6m3 732,041 366 -

M101.0200 휠 굴착기 – 버킷 용량:

M101.0201 0.75m3 36,602 90 1,550

M101.0202 1.25m3 89,740 127 2,153

M101.0300 그랩(Grab) 굴착기 – 버킷 용량:

M101.0301 0.4m3 46,535 95 -

M101.0302 0.65m3 51,187 103 -

코 드  없 음 1.0m3 - 129 -

M101.0303 1.2m3 95,087 164 -

M101.0304 1.6m3 120,863 198 -

M101.0305 2.3m3 160,346 293 -

M101.0400 하역기(Loader) – 버킷 용량:

 149 출처:  베트남의 건설 기계 수입,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표 60. 베트남의 종류별 건설 장비 수입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149

# 장비 종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선박 기중기; 케이블 크레인을 
비롯한 크레인; 이동형 리프트 
프레임, 크레인이 장착된 
스트래들 캐리어 (straddle 
carriers) 및 작업 트럭

399.46 304.94 265.15 231.61 71.92 138.12 

2 지게차: 물품 리프트 또는 핸들링 
장비가 장착된 기타 작업 트럭 151.68 165.58 178.98 173.71 187.52 156.46 

3

기타 물품 리프트, 핸들링, 적하 
또는 하역 기계(예: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텔레페릭)

407.23 433.28 593.32 577.24 700.47 523.48 

4

자주식 불도저, 앵글 
도저, 그레이더(grader), 
레벨러(leveler), 
스크레이퍼(scraper), 기계식 
삽, 굴착기, 셔블 로더(shovel 
loader), 노면 다짐 및 포장 장비

499.63 512.10 421.44 357.85 350.07 344.64 

5

기타 토공, 광물 또는 광석용 
이동, 분류, 평탄화, 스크레이핑, 
굴착, 다짐, 압축, 추출 또는 천공 
장비; 파일(pile) 드라이버 및 
파일 추출기; 회전식 제설기 및 
분사식 제설기

98.29 98.39 64.54 67.65 57.69 47.34 

6

석재, 도기, 콘크리트, 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 
재료 작업용 공작 기계 또는 냉간 
가공 유리용 공작 장비

95.75 119.30 94.53 98.11 68.50 53.74 

7 독립형 전기 모터를 갖춘 모든 
종류의 수동 작업용 드릴 20.19 23.22 26.48 25.95 23.14 30.83 

8 콘크리트/모르타르 혼합기 11.05 13.28 12.88 10.93 9.88 10.54 

9 광물성 재료를 역청과 혼합하는 
기계 13.39 14.63 5.75 3.42 3.65 5.37 

10 콘크리트 믹서 트럭 75.88 111.05 119.66 13.29 65.86 35.31 

11 양수기; 콘크리트 펌프 10.90 12.35 12.38 4.59 4.41 2.47 

총계 1,783.46 1,808.13 1,795.10 1,564.34 1,643.13 1,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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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코드 장비 종류 소매 가격 임대가격 
(1회당)

임대가격 
(1개월당)

M101.1100 자주식 스태틱(static) 롤러 – 정적 중량:

M101.1101 6 톤 - 34 517

M101.1102 8.5 톤 - 43 603

II 리프트 장비

M102.0100 자동차 크레인 – 리프트 용량:

M102.0101 3 톤 19,593 60 1,852

M102.0102 4 톤 22,607 64 2,454

M102.0103 5 톤 26,698 69 2,928

M102.0104 6 톤 28,636 77 3,143

M102.0105 10 톤 50,597 88 3,746

M102.0106 16 톤 65,453 101 4,651

M102.0107 20 톤 73,204 111 5,038

M102.0108 25 톤 77,510 128 -

M102.0109 30 톤 89,653 142 -

M102.0110 40 톤 117,557 188 -

M102.0111 50 톤 284,204 224 -

M102.0200 휠 크레인 – 리프트 용량

M102.0202 16 톤 62,439 78 3,574

M102.0203 25 톤 77,510 95 4,005

M102.0204 40 톤 109,376 138 4,866

M102.0205 63 톤 154,805 172 5,038

M102.0206 80 톤 240,023 241 5,727

M102.0208 100 톤 331,571 289 6,330

M102.0209 110 톤 411,450 323 6,718

M102.0210 130 톤 490,898 383 7,363

M102.0300 크롤러 크레인 – 리프트 용량: 

M102.0301 5 톤 34,816 - -

M102.0302 10 톤 46,739 - -

M102.0303 16 톤 60,770 - -

M102.0304 25 톤 81,663 - -

M102.0305 28 톤 97,486 - -

M102.0306 40 톤 128,063 - -

M102.0307 50 톤 150,714 - -

M102.0308 63 톤 181,288 - -

M102.0400 타워 크레인 – 리프트 용량: 

# 장비 코드 장비 종류 소매 가격 임대가격 
(1회당)

임대가격 
(1개월당)

M101.0401 0.6m3 7,320 58 -

코 드  없 음 1.0m3 9,904 65 -

M101.0403 1.65m3 29,282 112 1,722

M101.0404 2.3m3 40,047 166 -

코 드  없 음 2.8m3 43,061 233 -

M101.0405 3.2m3 52,965 - -

M101.0500 불도저 – 버킷 용량:

M101.0501 75HP 21,531 65 1,206

M101.0502 110HP 30,143 82 1,249

M101.0503 140HP 35,741 116 1,378

M101.0504 180HP 63,731 146 1,507

M101.0505 240HP 89,567 177 -

M101.0506 320HP 124,878 241 -

M101.0600 자주식 스크레이퍼 – 탱크 용량: 

M101.0601 9m3 74,405 177 -

M101.0602 16m3 113,319 215 -

M101.0603 25m3 - 267 -

M101.0700 자주식 그라운드 레벨링(ground 
leveling) 장비 – 용량: 

코 드  없 음 108HP 23,684 108 1,722

M101.0702 140HP 47,367 - 2,368

M101.0703 180HP - 133 -

M101.0800 휴대용 토양 콤팩터 – 중량:

M101.0801 50kg 1,675 13 -

M101.0802 60kg 1,766 14 -

M101.0803 70kg 1,852 14 -

M101.0804 80kg 1,938 15 -

M101.0900 자주식 휠 롤러 – 정적 중량:

M101.0901 9 톤 27,129 65 1,421

M101.0902 16 톤 33,588 78 -

M101.0904 25 톤 40,047 95 -

M101.1000 자주식 진동 롤러

M101.1001 8 톤 17,224 52 775

M101.1002 15 톤 21,531 73 1,206

M101.1003 18 톤 23,684 86 1,421

M101.1005 25 톤 34,449 1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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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코드 장비 종류 소매 가격 임대가격 
(1회당)

임대가격 
(1개월당)

M102.1107 5 톤 2,548 12 1,766

M102.1200 체인 호이스트 – 리프트 용량:

M102.1201 3 톤 1,049 8 409

M102.1202 5 톤 1,669 8 581

M102.1300 리프팅 잭(jack) – 리프트 용량: 

M102.1301 10 톤 170 11 -

M102.1304 100 톤 290 12 -

M102.1305 200 톤 864 14 -

M102.1306 250 톤 1,374 16 -

M102.1307 500 톤 2,153 18 -

M102.1400 유압(Hydarulic) 잭: 

M102.1401 RRH – 100 톤 4,585 13 -

M102.1403 YCW – 250 톤 1,369 11 -

M102.1404 YCW – 500 톤 3,617 11 -

M102.1501 비계 지지(Scaffolding prop) 잭 ZLD-60 
– 60 톤 - 32 -

M102.1601 모노 스트레스(Mono stressing) 잭 YDC 
– 500 톤 - 11 -

M102.1700 오일 공급 설비

M102.1701 40MPa 2,939 - -

M102.1800 지게차(Forklift) – 리프트 높이:

M102.1801 12m 34,449 60 1,292

M102.1802 18m 64,592 69 1,722

M102.1803 24m 129,184 82 2,153

III M103.0000 기초 강화 기계 및 장비

M103.0100 크롤러 장착 파일 드라이버(pile driver) 
– 해머 헤드 중량: 

M103.0101 1.2 톤 - 105 -

M103.0102 1.8 톤 - 114 -

M103.0103 3.5 톤 - 142 -

M103.0104 4.5 톤 - 158 -

M103.0200 레일(rail) 장착 파일 드라이버 
– 해머 헤드 중량:

M103.0202 1.8 톤 - 77 -

M103.0203 3.5 톤 - 108 -

M103.0205 4.5 톤 - 124 -

# 장비 코드 장비 종류 소매 가격 임대가격 
(1회당)

임대가격 
(1개월당)

M102.0401 5 톤 62,439 43 1,378

M102.0402 10 톤 66,745 52 2,368

M102.0403 12 톤 - 67 2,799

M102.0404 15 톤 - 70 3,876

M102.0405 20 톤 - 94 4,737

M102.0406 25 톤 - 114 5,167

M102.0407 30 톤 - 129 -

M102.0408 40 톤 - 166 -

M102.0409 50 톤 203,852 172 -

M102.0410 60 톤 350,475 181 -

코 드  없 음 MD 900 타워 크레인 - 853 -

M102.0500 해상(Floating) 크레인: 

M102.0501 풀(Pull) - 리프트 용량: 30 톤 402,622 244 -

M102.0502 자주식 - 리프트 용량: 100 톤 - 350 -

M102.0600 갠트리(Gantry) 크레인 – 
리프트 용량: 

M102.0601 10 톤 18,086 41 -

M102.0603 30 톤 42,631 52 -

M102.0605 60 톤 - 71 -

M102.0701 거더(Girder) 갠트리 크레인 K33-60 - 149 -

M102.0702 거더 리프트 장비 90 톤         확인 불가

M102.0703 거더 트레일러 (3.5 kW 전기 모터 및 
롤러 포함) 990 - -

M102.0800 크레인 – 리프트 용량:

M102.0801 30 톤 - 32 -

M102.0805 90 톤 - 42 -

M102.0808 180 톤 - 62 -

M102.0809 250 톤 - 72 -

M102.0900 건설 호이스트 – 리프트 용량:

M102.0901 0.8 톤 - 최대 높이: 80m 6,459 15 -

M102.0903 3 톤 - 최대 높이: 100m 16,363 17 -

M102.1000 케이지 호이스트 – 리프트 용량:

M102.1001 3 톤 31,865 24 3,014

M102.1100 전기 윈치(winch) – 견인력: 

M102.1101 0.5 톤 456 9 409

M102.1105 3 톤 1,350 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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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코드 장비 종류 소매 가격 임대가격 
(1회당)

임대가격 
(1개월당)

IV M104.0000 건설자재 생산 장비

M104.0100 콘크리트 믹서 – 용량: 

M104.0101 250 리터 517 12 -

코 드  없 음 500 리터 749 16 -

M104.0200 모르타르 믹서 – 용량:

M104.0202 150 리터 861 11 -

M104.0203 250 리터 1,813 12 -

M104.0400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 용량: 

M104.0404 50m3/h 51,673 121 -

M104.0406 75m3/h 99,041 155 -

M104.0408 125m3/h 129,184 245 -

M104.0500 석재 및 자갈 스크리닝 장비 – 생산성: 

M104.0501 35m3/h 4,306 16 -

M104.0502 45m3/h 6,158 18 -

M104.0600 이동식 석재 분쇄&스크리닝 장비 – 
생산성:

M104.0602 25m3/h - 112 -

M104.0603 125m3/h - 280 -

M104.0700 원석 분쇄기 –  생산성:

M104.0701 14m3/h 9,172 39 -

M104.0702 200m3/h 23,684 187 -

M104.0800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 
생산성: 

M104.0801 25 톤/h - 280 -

M104.0803 60 톤/h - 388 -

M104.0804 80 톤/h - 495 -

V M105.0000 도로 표면 건설용 기계 및 장비

M105.0100 아스팔트 포장기(paver) – 용량: 

M105.0101 190HP 97,964 141 -

M105.0200 역청 분무기(Bitumen sprayer)  – 
용량: 

M105.0203 130HP - 140HP 124,878 181 -

M105.0301 노바칩(Novachip) 분무기, 170 HP 775,102 - -

M105.0401 분쇄 골재 살포기(Crushed aggregate 
spreader), 50m3/h – 60m3/h 용량 - 138 2,368

M105.0501 비르트겐(Wirtgen) 노면 scraper – 
1000c 288,510 228 -

# 장비 코드 장비 종류 소매 가격 임대가격 
(1회당)

임대가격 
(1개월당)

M103.0300 크롤러 장착 자주식 진동 해머 – 용량:

M103.0301 60kW - 116 -

M103.0400 진동 해머 – 용량: - - -

M103.0401 40kW 797 31 -

M103.0403 170Kw - 54 -

M103.0500 파일링 바지(piling barge) 
– 해머 헤드 중량:

M103.0501 1.8 톤 - 211 -

M103.0503 3.5 톤 - 235 -

M103.0600 파일링 바지 C 96 – 유압 해머        확인 불가

M103.0700 압입 파일(press-in pile) 
드라이버 – 압력:

M103.0701 60 톤 - 29 -

M103.0702 100 톤 - 31 -

M103.0703 150 톤 - 34 -

M103.0704 200 톤 - 38 -

M103.0801 자주식 유압 파일 (Self-propelled 
hydraulic pile) 드라이버 (로봇), 860 톤    확인 불가

M103.0901 유압식 파일 압입 기계 (KGK - 130C4)
– 압력: 130 톤 - 43 -

M103.1001 조립식 수직 배수 기계 - 88 -

코 드  없 음 ED 드릴러 - 235 -

코 드  없 음 바우어(Bauer) 드릴 - 498 -

코 드  없 음 굴착기 드릴 - 12 -

M103.1100 회전(rotating) 드릴 193,776 - -

M103.1201 벽 드릴 - 84 -

M103.1300 그라운드 드릴 - 97 -

M103.1401 시멘트 공급 시스템 - 3 -

M103.1500 시멘트 믹서 – 용량:

M103.1501 < 750 리터 1,356 11 -

M103.1502 1000 리터 2,347 16 -

M103.1600 시멘트 스크리닝(screening) 
장비 – 용량: 

M103.1601 100m3/h - 22 -

M103.1700 액체 펌프 - 생산성: 

M103.1702 200m3/h 12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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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코드 장비 종류 소매 가격 임대가격 
(1회당)

임대가격 
(1개월당)

M106.0500 급수 트럭 – 용량: 

M106.0501 4m3 17,224 - -

M106.0502 5m3 23,684 - -

M106.0503 6m3 26,267 - -

M106.0504 7m3 30,143 - -

M106.0505 9m3 32,727 - -

M106.0506 16m3 77,510 - -

M106.0600 진흙 및 드릴링 진흙 진공흡입 트럭 – 
용량: 

M106.0601 2m3 17,440 - -

M106.0602 3m3 21,531 - -

M106.0700 픽업 트럭 – 톤: 

M106.0701 1.5 톤 17,870 - 517

M106.0800 트레일러 트럭 – 톤: 

M106.0801 15 톤 9,043 - 194

M106.0802 30 톤 14,856 - 237

M106.0803 40 톤 17,655 - 258

M106.0900 특수 탱크 트럭: 

M106.0901 30 톤 94,735 - -

M106.0902 13-14m3 (역청 및 폴리머 운송) 59,812 - -

M106.0100 트럭 – 톤:

M106.0101 1.5 톤 20,497 - 431

M106.0102 2 톤 22,607 - -

M106.0103 2.5 톤 29,928 - 517

M106.0104 5 톤 34,449 - 646

M106.0105 7 톤 38,970 - 732

M106.0106 10 톤 58,133 - 818

M106.0107 12 톤 60,932 - 904

VII M107.0000 암석 드릴링 기계

M107.0100 휴대용 암석 드릴링 기계 - 드릴 직경:

M107.0101 D ≤ 42mm (전기 모터 - 1,2 kW) 580 9 -

M107.0102 D ≤ 42mm (공압 변속기(pneumatic 
transmission) – 압축 공기는 포함 안 됨) 1,141 10 -

M107.0103 D ≤ 42mm (지그(SIG) 드릴러- 압축 
공기는 포함 안 됨) 5,464 15 -

M107.0200 회전 충격식(rotary percussion) 드릴링 
기계(압축 공기는 고려 안 함) – 드릴 직경: 

# 장비 코드 장비 종류 소매 가격 임대가격 
(1회당)

임대가격 
(1개월당)

M105.0601 마킹 장비 – YHK 10A 3,445 13 -

M105.0801 매스틱 도포기(Mastic applicator) 2,498 14 -

M105.0901 아스팔트 쿠커(cooker) (500 리터) 6,459 13 -

M105.1001 시멘트 살포기 - SP500 422,000 336 -

VI M106.0000 도로 운송 차량

M106.0100 트럭 - 톤:

M106.0101 1.5 톤 20,497 - 431

M106.0102 2 톤 22,607 - -

M106.0103 2.5 톤 29,928 - 517

M106.0104 5 톤 34,449 - 646

M106.0105 7 톤 38,970 - 732

M106.0106 10 톤 58,133 - 818

M106.0107 12 톤 60,932 - 904

M106.0108 15 톤 76,434 - 947

M106.0109 20 톤 84,357 - 1,033

M106.0110 32 톤 - - 1,163

M106.0200 덤프 트럭 - 톤

M106.0201 2.5 톤 15,071 78 1,033

M106.0202 5 톤 29,497 99 1,120

M106.0203 7 톤 32,511 116 1,206

M106.0204 10 톤 46,506 129 1,292

M106.0205 12 톤 55,549 138 1,378

M106.0206 15 톤 71,482 151 1,507

M106.0207 20 톤 80,180 - -

M106.0208 22 톤 83,108 - -

M106.0209 25 톤 93,572 - -

M106.0210 27 톤 112,777 - -

M106.0300 트랙터 트럭 – 마력: 

M106.0301 150HP 43,707 - -

M106.0302 200HP 53,396 - -

M106.0303 272HP 73,204 - -

M106.0304 360HP 87,199 - -

M106.0400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혼합 탱크 용량:

M106.0401 6m3 34,449 - -

M106.0402 10.7m3 50,382 - -

M106.0403 14.5m3 55,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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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코드 장비 종류 소매 가격 임대가격 
(1회당)

임대가격 
(1개월당)

코 드  없 음 콘크리트 펌프 트럭 150,714 - -

M112.0800 자주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178,317 - -

M112.0900 콘크리트 펌프 2,368 - 52

M112.1000 플레이크 분무기(flake sprayer) 237 - 108

M112.1100 진동판(vibrating plate) 콤팩터 1,589 - -

M112.1200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vibrator) 86 - 41

M112.1300 콘크리트 바늘/침지(immersion) 
진동기 289 - 60

M112.1400 분무기 (압축 공기는 포함 안 됨) 336 - -

M112.1500 수직 드릴링 기계 221 - -

M113.1600 휴대용 철제 드릴 196 - -

M112.1700 휴대용 콘크리트 드릴 754 - -

M112.1800 케이블 나사 절삭 기계 155 - -

M112.1900 케이블 절단기 172 - -

M112.2000 휴대용 철제 절단 기계 78 - 34

M112.2100 석재 및 벽돌 절단 기계 883 - -

M112.2200 콘크리트 절단 기계 926 - -

M112.2300 파이프 절단기 48,142 - -

M112.2400 판금(sheetmetal) 절단 기계 24,545 - -

M112.2500 펀칭 기계 1,938 - -

M112.2600 보강 강철봉 절곡(rebar bending) 및 
절단 기계 195 - -

M112.2700 휴대용 잔디깎이 7,665 - -

M112.2801 플라즈마 강철 절단 기계 1,055 - -

M112.2900 공압 접지(pneumatic ground) 해머 
(압축 공기는 포함 안 됨) 728 - -

M112.3000 파이프 절곡(bending) 기계 128,322 - -

M112.3100 파형 철판 제판(corrugated iron 
sheet-making) 기계 3,766 - -

M112.3200 금속용 전동 톱(metal saw machine) 3,342 - -

M112.3300 선반(lathe) 327 - -

M112.3400 철강용 전동 대패(planer) 101 - -

M112.3500 밀링(milling) 기계 1,072 - -

M112.3600 재봉(seaming) 기계 1,658 - -

M112.3700 연삭기(grinder) 127 - -

# 장비 코드 장비 종류 소매 가격 임대가격 
(1회당)

임대가격 
(1개월당)

M107.0202 D105-110mm 20,885 60 -

M107.0300 자주식 터널 굴착기(boring machine), 
디젤 엔진 97,999 - -

VIII M108.0000 엔진 발전기 기계 및 장비

M108.0100 휴대용 발전기 – 용량:

M108.0105 250kVA 29,066 - 3,746

M108.0200 가솔린 엔진 공기 압축기 – 용량:

M108.0201 600m3/h 667 - -

M108.0300 디젤 엔진 공기 압축기 1,374 - 1,722

M108.0400 전기 엔진 공기 압축기 366 - 1,077

IX M109.0000 수로 건설 기계 및 장비

M109.0100 바지선(Barge) 137,796

M109.0301 부교(Pontoon) 86,122 - 8,612

M109.0500 카누 646 - -

M109.0700 수로 건설용 예인선(Tugboat) 
(용도: 정박, 연료 공급 등) 489,994 - -

M109.0800 강/하천 준설선(dredger) 1,722,449 - 99,041

M109.0900 해저 준설선 2,583,673 - 142,102

M109.1000 흡입(suction) 준설선 244,997 - -

M109.1100 자주식 흡입 준설선 1,076,531 - -

X M110.0000 터널 건설 기계 및 장비

M110.0100 터널 전용 굴착기 – 용량:

코 드  없 음 20-30m3/h 21,531 - -

M110.0200 암석 스크레이퍼, 전기 모터 – 용량:

M110.0201 3m3/min 10,765

XI M111.0000 지하 케이블 및 배관 건설 기계 및 장비

M111.0100 파이프 드릴링 기계 및 장비 5,447 - -

M111.0200 지하 케이블 가설용 드릴 기계 및 장비 170,475 - -

XII M112.0000 기타 건설 기계 및 장비

M112.0100 전기 모터 양수기(water pump) 538 - 323

M112.0200 디젤 모터 양수기 1,227 - 1,292

M112.0300 가솔린 모터 양수기 732 - 1,033

M112.0401 진공 펌프 13,681 - -

M112.0402 4MC 호스(hose) 펌프 9,818 - -

M112.0600 모르타르 펌프 2,067 - -

M112.0700 디젤 엔진 모래 펌프 3,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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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베트남 건설시장의 
경쟁 구도 및 주요 업체

# 장비 코드 장비 종류 소매 가격 임대가격 
(1회당)

임대가격 
(1개월당)

M112.3800 (휴대용) 목재용 톱 1,354 - 45

M112.3900 DC(직류) 용접 기계 385 - -

M112.4000 AC(교류) 용접 기계 2,067 - -

M112.4100 스팀(steam) 용접 기계 - 용량

M112.4101 1000l/h 1,407 - -

M112.4201 수중 용접 기계 1,701 - -

M112.4300 플라스틱 파이프 용접 기계

M112.4302 D315mm 히터 161 - -

M112.4500 기중기(derrick) 드릴 85 - -

M112.4600 회전(rotary) 드릴 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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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 베트남에는 11만9천 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있으며, 이는 베트남 전국에서 영업 중인 전체 

기업(모든 산업분야)의 14.7%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설회사의 수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

균성장률(CAGR) 5.45%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를 나타냈다.

그림 91. 베트남내 건설 기업의 수 (단위: 회사 개수, 2017-2020)151

●  아세안(ASEAN)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필리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사가 가장 높은 마

진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2. 베트남 및 아세안/동아시아 국가 내 건설사의 총 이익률 (%, 2019)152

베트남 건설시장의 경쟁 구도 개관3.1

151 출처:  베트남 통계 총국,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152 출처:  터너 앤 타운젠드(Turner & Townsend),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3.1 베트남 건설시장의 경쟁 구도 개관

3.2 베트남 건설시장의 주요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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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 베트남건설사들은 베트남 건설시장의 43%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57%는 해외건설사가 

차지했고, 해외건설사 중에서는 한국건설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건설시장에서의 점유율 

17%, 전체 해외건설사 시장에서의 점유율 32%).

그림 93.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들의 국적별 시장 점유율 (%, 2020)

●  베트남 건설시장에서 국내건설사의 점유율은 아세안 지역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 이는 베트남 건설시

장이 해외 기업에 크게 수용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94. 국가별 건설시장의 국내건설사 점유율 (%, 2020)

●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의 베트남 건설회사들을 주요 업체로 분류했다.

표 62. 베트남 주요건설 업체들의 매출 및 시장 점유율 (2020)153

회사명 소유 
형태

수익
(USDm)

이자 및 세전 
이익 (EBIT) 

(USDm)

총 이익률
(%)

평균 총 
이익률 (%) 

(2015-2020)

인력
(명)

건물 건설

코텍콘스 (Coteccons) 비국영 628.2 8.6 5.9% 6.8% 1,659

호아빈 (Hoa Binh) 비국영 483.4 10.7 6.6% 8.4% 5,257

CC1 (Construction No. 1) 비국영 294.8 3.6 5.5% 7.4% 1,994

델타 그룹 (Delta Group) 비국영 326.4*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2,068

교통

시엔코4 (CIENCO4) 국영 90.0 확인 불가 17.2% 15.2%** 1,466

비나코넥스 (VINACONEX) 비국영 239.1 33.8 15.1% 15.0% 2,978

발전

송다 (Song Da) 국영 260.3 확인 불가 23.1% 21.3% 5,584

PCC1 (Power Construction No. 1) 비국영 287.6 25.6 17.4% 15.8% 1,395

리라마 (LILAMA) 국영 260.96 확인 불가 4.5% 7.0% 580

참고:   * 델타 그룹의 경우, 2020년 재무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2019년 자료 활용

      ** 시엔코4 (CIENCO 4)의 경우, 평균 총 이익률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자료임

●  소유 형태와 관련하여, 위 업체들은 각 정관자본에 대한 정부의 출자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 국영기업: 국영기업에는 (1) 100% 국영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2) 국가가 정관자본금의 50%를 초과

하여 보유하는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가 포함됨

- 비국영기업: 비국영기업에는 개인, 민영기업, 국가 등이 정관자본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포함됨 (정관

자본금에서 국가지분이 총 정관자본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됨). 비국영기업에는 (1) 민영기업, (2) 

합자회사(일반 및 유한), (3) 민간 유한책임회사, (4) 국가가 정관자본의 50% 미만을 소유한 유한책

임회사, (5) 국가 자본 출자가 없는 주식회사, (6) 국가가 정관자본의 50% 미만을 소유한 주식회사 등

이 포함됨

베트남 건설시장의 주요 업체 현황 3.2

153 출처:  각 기업의 재정보고서, 신흥 시장 정보 서비스(EMIS), FPTS,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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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요 종합건설사 

1. 송다 (Song Da) 

공식 명칭: Song Da Corporation JSC

설립연도: 1961 년

소유 형태: 국영기업

종업원 수 (2020년 12월 기준): 5,584 명

매출 (2020년 12월 기준): 2억 6,030만 달러 (USD260.3m)

정관자본금 (2020년 12월 기준): 1억 9,360만 달러 (USD193.6m)

시가총액 (2021년 10월 기준): 3억 5,460만 달러 (USD354.6m)

i. 운영 개요

●  송다는 1961년에 탁바(Thac Ba)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관리위원회로 설립되었다(탁바 수력발전소 

건설을 담당). 1979년에 관리위원회가 법인체가 되었고, 2018년에 송다가 업컴(UpCom) 거래소 

(비상장 기업 주식 시장)에 등록되었다.

●  송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공공서비스(Utility) 건설: 수력발전소, 해저 공사(수력발전소용)

- 교통 건설: 고속도로, 터널

- 건물 건설: 아파트 건물, 정부 청사 건물, 공장 건물

●  주요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 건설: 탁바(Thac Ba) 수력발전소 - 베트남 최초의 수력발전소, 송다(Song Da) 수력발

전소, 선라(Son La) 수력발전소, 라이쩌우(Lai Chau) 수력발전소

- 교통 건설: 데오응앙(Deo Ngang) 터널, 하이반패스(Hai Van Pass) 터널, 꼬마(Co Ma) 터널

- 건물 건설: 국회 의사당 건물, 사이공 펄(Saigon Pearl) 아파트 단지, 응이손(Nghi Son) 시멘트 공

장, 미딩(My Dinh) 경기장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이알리(Ialy) 수력발전소(증설): 2024년 완공 예정

- 남에문(Nam Emoun) 수력발전소(라오스): 2022년 완공 예정

154 출처:  글로벌데이터(GlobalData),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  프로젝트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베트남 국내건설사들은 베트남 전체 건설프로젝트의 71%를 차지한다. 

해외건설사가 나머지 23%를 차지하며, 해외건설사가 수행한 전체 프로젝트 금액 중 한국건설사의 비중

은 44% (베트남 전체 건설프로젝트 금액의 약 13%)를 차지했다.

그림 95. 국적별 베트남 건설프로젝트 금액 점유율 (%, 2020)154

표 63. 베트남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주요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금액 규모 (단위: 백만 달러(USDm), 2020)

건설사 프로젝트 금액

호아빈(Hoa Binh) 건설 그룹 54,090

중국 철도 건설 공사(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그룹 39,080

베트남 국영 석유 및 가스(National Oil and Gas) 그룹 38,070

코텍콘스(Coteccons) 그룹 35,340

지에스(GS) 홀딩스 24,860

리라마(LILAMA) 코퍼레이션 20,720

스미토모 미쓰이(Sumitomo Mitsui) 건설 주식회사 20,600

스미토모(Sumitomo) 코퍼레이션 18,000

비엣소브페트로 주식회사 (Vietsovpetro JVC) 17,670

페콘 주식회사 (FECON JSC) 1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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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송다의 매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

매출 세부내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매출 739.4 429.3 393.3 344.6 300.3 260.3 

건설 439.1 295.9 259.4 208.1 187.1 161.2 

산업 제조 244.5 92.1 92.7 99.1 93.1 84.0 

서비스 25.1 21.2 13.1 16.1 8.5 6.0 

부동산 7.2 6.9 7.4 5.7 5.0 4.6 

상품 판매 -   -   17.0 12.0 5.3 2.0 

기타 활동 23.5 13.2 3.7 3.5 1.4 2.4 

총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

건설 59.38% 68.92% 65.95% 60.38% 62.31% 61.94%

산업 제조 33.06% 21.45% 23.57% 28.77% 30.99% 32.27%

서비스 3.39% 4.93% 3.33% 4.68% 2.82% 2.32%

부동산 0.98% 1.62% 1.88% 1.67% 1.67% 1.77%

상품 판매 0.00% 0.00% 4.32% 3.49% 1.75% 0.78%

기타 활동 3.18% 3.08% 0.95% 1.02% 0.46% 0.91%

iii. 송다의 비용 절감 및 절세 방식

선라(Son La) 수력발전소를 원래 건설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완공함:

●  선라(Son La) 수력발전소(현재까지 베트남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는 완공 예정일인 2015년보다 

3년 앞선 2012년에 완공됐다. 선라(Son La) 수력발전소가 조기에 본격 가동됨에 따라 비용이 절

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 수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국가 수입

에 추가로 4,920만 달러(USD49.2m)를 기여할 수 있었다. 정부당국의 설계 승인 시간 단축, 대규

모 건설 장비의 광범위한 사용과 같은 여러 성공 요인들 중에서도 송다의 압연 콘크리트 사용이 가

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멘트 250-300kg 대신 60kg을 플라이애시(Fly ash) 

160kg와 혼합함으로써 압연 콘크리트 1m3 당 콘크리트의 혼합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

한 혼합을 사용하면 압연 콘크리트가 빠르게 냉각되어 콘크리트 균열 가능성이 줄어들고, 동시에 

상류 댐의 내수성을 높일 수 있다(압연 콘크리트는 겹겹이 쌓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기 쉽다. 따라

서, 누수를 방지하는 데에는 적절한 혼합 비율이 중요하다). 콘크리트 믹서가 중단 없이 연속적으

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압연 콘크리트의 기계화를 통해 송다는 댐을 지을 때 월 9-12m

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여 기존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할 경우의 월 3-4m의 작업보다 더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었다.

표 64. 송다의 자회사 목록 (2020)

자회사 소유 지분 사업활동
Song Da 2 40.77% 건설
Song Da 3 51.00% 건설
Song Da 4 65.00% 건설
Song Da 5 64.16% 건설
Song Da 6 65.24% 건설
Song Da 9 58.50% 건설
Song Da 10 62.27% 건설
Song Da Investment and Fire Fighting & Prevention 51.00% 건설
Se San 3A Electricity Development 51.00% 수력발전소
Nam Chien Hydropower Plant 58.58% 수력발전소
Can Don Hydropower Plant 50.96% 수력발전소
Song Da Consultancy 51.01% 자문
Song Da Infrastructure 100.00% 도로 통행료 징수

※ 송다의 건설 장비 목록: 확인 불가

ii. 재무 개요

●  송다의 매출 대부분은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며, 이 부문이 2020년 전체 매출의 61.94% 를 차지했다.

●  송다의 매출은 건설 및 산업 제조 분야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16년에 급격히 하락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32.6%, 62.3% 감소). 수력발전소(Lai Chau와 Huoi Quang 포함)들은 가동을 시

작했지만 송다는 이를 대체할 프로젝트를 찾을 수 없었고, 반면에 장비 및 인력은 유지해야 되는 부

담이 있었다.

그림 96. 송다의 매출, 순이익, 순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USDm), %, 2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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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2023 년 완공 예정

-  빈즈엉 에메랄드 골프 뷰(The Emerald Golf View Binh Duong): 2022 년 완공 예정

-  랭커스터 루미네르(Lancaster Luminaire): 2022 년 완공 예정

표 66. 코텍콘스의 자회사 목록 (2020)

자회사 소유 지분 사업활동

Unicons 100% 건설

Covestcons 100% 부동산 중개 및 판매

PhuNhuan 168 69.98% 부동산 중개 및 판매

표 67. 코텍콘스의 건설 장비 목록 (2021)

# 장비 단위 수량

1 타워 크레인 세트 52

2 호이스트(Hoist) 세트 63

3 서스펜디드 플로어(Suspended floor) 세트 85

4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 세트 6

5 H 프레임 비계 프레임 175,000

6 링락(Ringlock) 비계 m2 252,000

7 코마(Coma) 비계 (Pal 비계) 프레임 220,000

8 알루미늄 거푸집 m2 118,000

ii. 재무 개요

●  코텍콘스의 매출 대부분은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며, 이 부문이 2020 년 전체 매출의 99.83% 를 차

지했다.

●  2019 년에는 코텍콘스가 특정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줄여야 했고, 이와 더불어 수 많

은 프로젝트에서 시공 기간이 연장되면서 총 매출이 감소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적인 봉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 일정이 또 연장되고 매출 발생도 지연되었다.

2. 코텍콘스 (Coteccons)

공식 명칭: Coteccons Construction JSC

설립연도: 2004 년

소유 형태: 민영기업 / 비국영기업

종업원 수 (2020년 12월 기준): 종업원 1,659 명

매출 (2020년 12월 기준): 6억 2,820만 달러 (USD628.2m)

정관자본금 (2020년 12월 기준):  3,370만 달러 (USD33.7m) 

시가총액 (2021년 10월 기준):  2억 2,210만 달러 (USD222.1m) 

i. 운영 개요

●  코텍콘스는 2004년 피코(FICO)의 자회사가 민영화 됨에 따라 설립되었다(FICO는 국영 건설회사). 

코텍콘스(Coteccons)는 2010년 주식 시장에 상장되었고, 현재 정관자본금은 약 3,37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2004년 설립 당시 정관자본금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  코텍콘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건물 건설: 주거용 건물, 사무용 건물, 공장 건물

- 교통 건설: 철도 및 도로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Utility) 시스템 건설: 수력발전소, 환경 처리 시설, 전기기계 시스템, 도시 및 산업단지

용 상수도 및 하수도

- 건설자재: 시멘트와 석고로 제품 및 콘크리트 생산

- 부동산 거래 및 중개

-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컨설팅 활동

- 건설자재, 기계, 장비, 예비 부품의 수입 및 수출

●  주요 프로젝트:

-  건물 건설: 디캐피탈(D’Capitale) 아파트 및 사무 복합 단지, 마스테리 타오 디엔(Masteri Thao 

Dien), 빈홈스 센트럴 파크(Vinhomes Central Park), 비엣텔(Viettel) 본사 사옥, 더 랜드마크 

81(The Landmark 81), 빈패스트(Vinfast) 자동차 제조 단지, 타이난 스피닝(Tainan Spinning) 

베트남 공장

-  교통 및 인프라: 떤선  (Tan Son Nhat) 국제 공항의 항공 화물 터미널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원 센트럴 사이공 트윈 타워(One Central Saigon Twin Tower) (구 Spirit of Saigon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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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설계 및 시공) 프로젝트에 집중: 

●  D&B는 단일 건설사가 설계 및 건축/시공을 모두 책임지는 프로젝트 납품 방식이다. 코텍콘스는 

D&B를 통해 건설 가치사슬을 완전히 통제하여 기존 건설 및 컨설팅 역량에 추가로 건설 설계 역

량를 보탤 수 있었다. 아파트 건설은 Coteccons의 중추적인 부문이다. D&B 사업 시작 첫 해였던 

2014년에는 총 매출의 31%가 아파트 시공에서 발생했으며, D&B 계약이 평균적으로 전체 아파트 

건설계약금액의 55-60%를 차지했다.

시공 방법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 적용: 

●  코텍콘스는 시공 방법, 적합한 건설자재 선정, 프로젝트 관리 효율성 최적화를 위한 포괄적인 솔루

션을 제공하고자 설계 관리 센터(Design Management Center) 및 BIM(건물 정보 모델링) 부서

를 신설했다. 코텍콘스는 실제로 혁신적인 건설 방법을 도입하여 지난 건설프로젝트들에서 비용

을 상당히 절감했다. 코텍콘스는 또한 기존 시공 및 장비의 역량을 평가하고, 코텍콘스의 프로젝트

들을 위한 최신 건설 기술 및 장비를 선도적인 국제 협력 업체로부터 선별적으로 획득하고자 회사 

내부에 연구 및 향상 위원회(Committee for Research and Improvement)를 설립하기도 했다.

계약 및 원가 관리 부서 (Contract and Cost Control Department) 설립: 

●  이 부서는 입찰 후 공급자/하도급자와 가격 협상을 하고 건설 현장 비용을 관리하여 프로젝트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계약 및 원가 관리 부서는 운영비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로서, 원

가 경쟁력이 있는 자재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그러한 자재 유형을 다양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

내 협력사가 발생시키는 비용을 조절하는 근간이 된다. 이 부서의 또 다른 주요 역할은 회계 시스

템이 세금환급 과정에 사용될 공급자 및 하도급업체의 청구서 및 영수증을 추적하고 기록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도급업체 및 공급업체와의 네트워크 확장: 

●  코텍콘스는 전국에 있는 협력사들 및 공급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생

성한다. 코텍콘스는 상당한 양의 건설자재 및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에 위치한 공급자들을 관

리하기 위해 중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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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코텍콘스의 매출, 순이익, 순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USDm), %, 2015-2020)

표 68. 코텍콘스의 매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

매출 세부내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매출 588.6 894.9 1,170.3 1,229.9 1,022.0 628.2 

건설계약 569.7 884.9 1,167.7 1,228.4 1,017.1 627.2 

건설자재 17.4 5.6 1.4 -   -   -   

투자 자산 1.0 3.5 0.4 0.5 0.5 0.4 

건설 장비 임대 0.5 0.9 0.6 0.3 0.2 0.2 

기타 -   -   0.0 0.6 4.1 0.5 

총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

건설계약 96.78% 98.88% 99.78% 99.88% 99.52% 99.83%

건설자재 2.95% 0.63% 0.12% 0.00% 0.00% 0.00%

투자 자산 0.18% 0.39% 0.04% 0.04% 0.05% 0.06%

건설 장비 임대 0.09% 0.10% 0.05% 0.03% 0.02% 0.03%

기타 0.00% 0.00% 0.00% 0.05% 0.40%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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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l (Construction No.1)

공식 명칭: Construction No.1 JSC

설립연도: 1979 년

소유 형태: 민영기업 / 비국영기업

종업원 수 (2020년 12월 기준): 1,994 명

매출 (2020년 12월 기준): 2억 9,480만 달러 (USD294.8m)

정관자본금 (2020년 12월 기준):  4,740만 달러 (USD47.4m) 

시가총액 (2021년 10월 기준):  1억 3,970만 달러 (USD139.7m)

i. 운영 개요

●  CC1은 1979년에 설립되었고, 2017년에 UpCom(업컴) 거래소(비상장 기업 주식시장)에 등록되

었다. 

●  CC1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공공서비스(Utility) 건설: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 교통 건설: 교량, 고속도로

- 건물 건설: 사무용 건물, 접객용 건물, 상가 건물, 주거용 건물, 공장 건물, 병원 건물, 정부 청사 건물

●  주요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 건설: 찌안(Tri An) 수력발전소, 푸미(Phu My) 화력발전소, 응이손(Nghi Son) 화력발

전소, 떠이닌(Tay Ninh) 태양광 발전소

- 교통 건설: 투티엠(Thu Thiem)교, 반탄(Van Thanh) 제 2 교, 39번 국도

- 건물 건설: 뉴월드(New World) 호텔, 카라벨(Caravelle) 호텔, 비홈스 센트럴 파크 빌라(Vihomes 

Central Park Villas), 하띠엔(Ha Tien) 시멘트 공장, 비나밀크(Vinamilk) 공장, 호치민시 TV 방송

국, 제 115 인민병원, 호치민시 국립대학교(Hochiminh City National University), 호치민시 경

찰청 청사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메이홈스 캐피털(Meyhomes Capital): 2021 년 말-2022 년 초 완공 예정

- 꽝짝(Quang Trach) 제 1 화력발전소: 2023 년 완공 예정

- 심시티(Simcity) - 낫호앙 투자(Nhat Hoang Investment) 주거 지역: 2022 년 완공 예정

표 69. CC1의 자회사 목록 (2020)

자회사 소유 지분 사업활동

No. 1 Viet Nguyen Construction 51.00% 건설
No. 1 Viet Quang Construction 51.00% 건설
Dong Nai Bridge Investment and Construction 63.59% 건설
Mekong No. 1 Construction Investment 70.00% 건설
Hai Phong Coastal Highway Investment 51.00% 건설
Lenex 40.00% 건설자재 및 장비 제조
Nhan Phuc Duc Investment 34.00% 건설
Cuu Long Construction and Housing Trading 21.89% 건설 및 부동산 판매
Central Region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 Exploitation 22.38% 건설 및 건설자재 제조
Bien Hoa Concrete 40.92% 콘크리트 제조

Chuong Duong 23.77% 건설, 부동산개발 및 
건설자재 제조

Dakr'tih Hydropower 40.07% 수력발전소
No. 1 Viet Hung Construction 40.96% 건설
No. 1 Viet Tong Construction 20.40% 건설

※ CC1의 건설 장비 목록: 확인 불가

ii. 재무 개요

●  CC1의 매출의 대부분은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며, 이 부문은 2020년 총 매출의 62.54%를 차지했

다. 2016년 재무제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98. CC1의 (순)매출, 순이익, 순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USDm), %, 2015-2020)
(세부 내역은 순매출에 대한 자료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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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아빈 (Hoa Binh)

공식 명칭: Hoa Binh Construction Company

설립연도: 1987 년

소유 형태: 민영기업 / 비국영기업

종업원 수 (2020년 12월 기준): 5,257 명

매출 (2020년 12월 기준):  4억 8,340만 달러 (USD483.4m)

정관자본금 (2020년 12월 기준):  9,940만 달러 (USD99.4m)

시가총액 (2021년 10월 기준):  1억 8,160만 달러 (USD181.6m)

i. 운영 개요

●  호아빈은1987년에 설립되어 민영 주택 건설사 및 내장 설계 업체로 시작했다. 2006년에는 호치민 

증권 거래소(HOSE, Hochiminh City Stock Exchange)에 상장된 베트남 남부지역 최초의 종합건

설사가 되었고, 2011년에 첫 해외건설프로젝트를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했다.

●  호아빈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건물 건설: 주거용 건물, 접객용 건물, 사무용 건물, 상가 건물, 의료용 건물, 교육용 건물, 공장 건물

- 교통 및 인프라 건설: 공항 터미널, 부두, 지하철 역사

●  주요 프로젝트:

- 건물 건설: 오페라 레지던스(The Opera Residence), 빈홈스 웨스트포인트(Vinhomes Westpoint), 

JW 메리어트 호텔 푸꾸옥(JW Marriot Hotel Phu Quoc), JW 메리어트 하노이(JW Marriot 

Hanoi), 빈패스트(Vinfast) 사옥, 짱띠엔 플라자(Trang Tien Plaza), 호아람(Hoa Lam) 국제 병원, 

RMIT 대학교 제 2 강의동(호치민 캠퍼스), 인텔 칩 조립 및 시험 제조(ATM) 공장, 보쉬(Bosch) 롱

탄(Long Thanh) 공장

- 교통 및 인프라 건설: 호치민시 지하철 1호선 지하철 역사, 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 제 2 터미

널, 선즈엉(Son Duong) 항만 부두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테슬라 칸타나 타운하우스(Tesla-Cantana townhouses): 2022 년 완공 예정

- 오페라 레지던스(The Opera Residence): 2023 년 완공 예정

- 에코파크의 해븐 파크 레지던스(Ecopark’s Haven Park Residences): 2022 년 완공 예정

표 70. CC1의 (순)매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

매출 세부내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순 매출 240.9 44.66 262.39 255.78 283.61 294.77 

건설 128.5 30.22 159.70 145.71 171.46 184.34 

완제품 30.8 5.43 35.25 40.61 48.39 52.49 

서비스 20.6 4.77 28.53 36.54 35.38 29.32 

상품 판매 56.1 3.93 15.12 20.21 25.01 28.46 

부동산 5.1 0.30 23.79 12.70 3.36 0.16 

순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

건설 53.3% 67.67% 60.86% 56.97% 60.46% 62.54%

완제품 12.8% 12.16% 13.44% 15.88% 17.06% 17.81%

서비스 8.6% 10.69% 10.87% 14.28% 12.48% 9.95%

상품 판매 23.3% 8.80% 5.76% 7.90% 8.82% 9.66%

부동산 2.1% 0.68% 9.07% 4.97% 1.18% 0.05%

iii. CC1의 비용 절감 및 절세 방식

건설자재 제조: 

●  레넥스(Lenex), 비엔호아(Bien Hoa) 콘크리트 등과 같은 CC1의 자회사들은 기성 철근 콘크리트 

말뚝(pile), 레미콘, 건축용 석재 등의 건설자재를 제조하고 있다. 건설자재 제조는 건설 가치사슬에

서 중요한 부분이며, CC1이 조달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한편, 건설자재를 제조하

는 것은 CC1이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위한 문서 및 영수증 관련 서류 일체를 작성하는 데에도 도

움을 준다. CC1은 또한 베트남 석유공사(PVN, Petro Vietnam), 베트남 전기공사(EVN, Electricity 

Vietnam), 리라마(Lilama) 등의 국영기업들, 그리고 오바야시(Obayashi), 포스코, 두산 등의 해외

건설사들이 신뢰하는 건설자재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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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무 개요

●  호아빈 매출의 대부분은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며, 이 부문이 2020년 총 매출의 96.44%를 차지했다.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전국적인 봉쇄로 호아빈의 매출은 2020년에 하락했다. 봉쇄로 인해 진

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의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고, 매출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발생하지 못하였다.

그림 99. 호아빈의 매출, 순이익, 순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USDm), %, 2015-2020)

표 73. 호아빈의 매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

매출 세부내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매출 221.03 464.53 691.06 787.99 803.33 483.38 

건설계약 213.82 399.16 646.26 752.72 788.90 466.15 

인프라 -   13.79 0.01 1.80 2.11 3.50 

상품 판매 0.64 0.74 2.16 2.66 2.01 3.22 

부동산 소유권 이전 -   -   39.47 24.53 3.09 0.54 

토지 및 아파트 판매 -   34.48 -   -   -   -   

부동산 상품 4.60 12.80 -   -   -   -   

기타 1.97 3.57 3.16 6.28 7.22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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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호아빈의 자회사 목록 (2020)

자회사 소유지분 사업활동

Hoa Binh Housing 99.96% 부동산개발

Hoa Binh Myanmar 100.00% 프로젝트 관리, 품질 관리 및 자문 서비스

Matec 100.00% 건설 기계 및 장비 임대

Hoa Binh Paint (HBP) 100.00% 건설자재 제조 및 소매, 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Hoa Binh Design Advisory (HBA) 75.00% 건축 설계 및 건설자문 용역
Hoa Binh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vestment (HBI) 97.97% 산업단지투자 및 건설

Hoa Yen Development Investment 97.53% 교통 건설 투자

Hoa Binh Carpentry Manufacturing and 
Decoration 97.30% 목공, 인테리어 디자인, 생활 가전 소매 및 설치

Hoa Binh Renewable Energy and Investment 66.89% 건설자재 판매,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 및 가공

Tien Phat Real Estate Investment 99.78% 부동산 및 토지이용권 판매

Okamura Sanyo Real Estate 50.55% 부동산 관리 및 중개

Pax Land Real Estate 98.96% 부동산 및 토지이용권 중개 및 입찰

Sai Gon Ngay Moi 84.81% 부동산개발

Tien Phat Sanyo Homes 99.36% 부동산 및 토지이용권 판매

Tien Phat Tan Thuan 50.38% 부동산 및 토지이용권 판매

Interhouse Long An 97.59% 목공, 인테리어 디자인 및 생활 가전 소매 및 설치

Hoa Binh Ha Noi (HHN) 97.97% 건설, 상수도 시설 시공, 인테리어 디자인, 
부동산 판매

Hoa Binh Hue Development and Investment 
(HHD) 93.90% 르루와얄 안남(Le Royal An Nam) 리조트 투자

Hoa Binh Quang Nam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vestment 95.97% 주택, 공공서비스 및 교통 건설

MTV Pax Sky 99.96% 부동산 판매

Hoa Binh Oseven 52.73% 부동산 판매

Tien Phat Dong Bac 50.89% 부동산 판매

표 72. 호아빈의 건설 장비 목록 (2021)

# 장비 단위 수량

1 타워 크레인 세트 64

2 콘크리트 타설 붐 (CPB, Concrete placing boom) 세트 17

3 서스펜디드 플로어 (Suspended floor) 세트 85

4 H+P 프레임 비계 (scaffolding) 프레임 613,940

5 호이스트 (Hoist) 세트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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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나코넥스 (VINACONEX)

공식 명칭: VINACONEX Corporation

설립연도: 1988 년

소유 형태: 민영기업 / 비국영기업

종업원 수 (2020년 기준): 2,978 명

매출 (2020년 12월 기준): 2억 3,910만 달러 (USD239.1m)

정관자본금 (2020년 12월 기준): 1억 9,020만 달러 (USD190.2m)

시가총액 (2021년 10월 기준):  8억 1,790만 달러 (USD817.9m)

i. 운영 개요

● 비나코넥스(VINACONEX)는 1988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었고, 2008년에 하노이 증권 거래소 

(HNX, Hanoi Stock Exchange)에 상장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 정부가 비나코넥스(VINACONEX) 

지분을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회사는 비국영기업이 되었다.

●  비나코넥스(VINACONEX)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건물 건설: 주거용 건물, 접객용 건물, 정부 청사 건물, 의료용 건물, 교육용 건물, 공장 건물 

- 교통 및 인프라 건설: 고속도로, 교량, 공항

- 공공서비스(Utility) 건설: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

- 부동산 투자 및 판매

- 건축 설계 컨설팅

- 건설자재 제조

- 건설자재 및 건설 장비의 수입 및 수출

● 주요 프로젝트:

- 건물 건설: 그린펄 박닌(Green Pearl Bac Ninh),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Hanoi Grand Plaza), 하

노이 인민법원, 국립 내분비과 병원(National Hospital of Endocrinology), 하노이 아카데미 초등

학교 및 중등학교 단지(Hanoi Academy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Complex), 메이플트

리(Mapletree) 박닌(Bac Ninh) 공장

- 교통 및 인프라 건설: 다낭(Da Nang) 공항 에이프런(apron)/타맥(tarmac) 증설, 낫탄(Nhat Tan)

교, 랑(Lang)-호아락(Hoa Lac)간 고속도로

- 공공서비스 건설: 응이손(Nghi Son)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

총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

건설계약 96.74% 85.93% 93.52% 95.52% 98.20% 96.44%

인프라 0.00% 2.97% 0.00% 0.23% 0.26% 0.72%

상품 판매 0.29% 0.16% 0.31% 0.34% 0.25% 0.67%

부동산 소유권 이전 0.00% 0.00% 5.71% 3.11% 0.38% 0.11%

토지 및 아파트 판매 0.00% 7.42% 0.00% 0.00% 0.00% 0.00%

부동산 상품 2.08% 2.75% 0.00% 0.00% 0.00% 0.00%

기타 0.89% 0.77% 0.46% 0.80% 0.90% 2.06%

iii. 호아빈의 비용 절감 및 절세 방식156

모회사의 공급자가 될 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시너지 향상 및 업계 주도권 강화:

●  호아빈은 시너지를 향상시키고 업계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회사의 공급자가 될 자회사를 설립

했다. 그 예로, 마텍(Matec)은 건설 기계 및 장비를 공급하고, 호아빈 페인트(Hoa Binh Paint)는 건

설자재의 제조 및 소매를 담당한다. 이 방식을 통해 호아빈은 외부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자회사들은 또한 VAT 환급에 필요한 인보이스, 영수증, 그리고 기타 필요 문서가 완전

하고 유효한지 확인함으로써 호아빈의 VAT 환급 작업을 지원한다. 

●  베트남 규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관리 용역(예: 감리 및 자문)은 별도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

는데, 호아빈은 자사 가치사슬 내에 호아빈 자문(Hoa Binh Advisory)과 같이 건설프로젝트 관리 용

역을 제공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자회사는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공급하여 추가 소득 창출:

●  호아빈의 자회사는 그룹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외부 수입원에서 소득을 올리

기도 한다. 자회사의 주요 사업활동은 다음과 같다:

- 설계 컨설팅 회사: 설계 컨설팅 용역 제공, 프로젝트 관리, 건설 현장 감리 

- 건설 장비 회사: 건설 장비 제공

- 전문건설사(페인트, 유리, 인테리어): 모회사의 하도급자 역할을 하고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

156 출처:  회사 웹사이트,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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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무 개요

● 비나코넥스의 매출의 대부분은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며, 이 부문이 2020년 총 매출의 58.57%를 차

지했다.

● 비나코넥스의 순이익은 2017년에 투자 회수 차익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2018년에

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베트남이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가면서 

건설 착공 일정 및 수익이 영향을 받았으나 재무 활동 이익(특히 투자 회수 이익)으로 이익률이 크

게 증가할 수 있었다.

그림 100. 비나코넥스의 매출, 순이익, 순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USDm), %, 2015-2020)

표 75. 비나코넥스의 매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

매출 세부내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매출 345.63 367.48 467.32 419.03 409.43 239.06 

건설 212.58 233.76 259.39 249.12 225.01 140.02 

임대, 용역 및 기타 57.65 52.04 39.76 41.22 43.03 41.66 

산업 34.79 43.66 69.90 46.97 45.38 40.41 

부동산 40.60 38.01 93.21 75.65 88.85 9.70 

교육 -   -   5.05 6.06 7.16 7.27 

총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

건설 61.5% 63.61% 55.51% 59.45% 54.96% 58.57%

임대, 용역 및 기타 16.7% 14.16% 8.51% 9.84% 10.51% 17.43%

산업 10.1% 11.88% 14.96% 11.21% 11.08% 16.90%

부동산 11.7% 10.34% 19.95% 18.05% 21.70% 4.06%

교육 0.0% 0.00% 1.08% 1.45% 1.75%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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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남북 고속도로 동부 방면(45번 국도-응이손(Nghi Son) 구간): 2023-2024 년 완공 예정

- 빈뚜이(Vinh Tuy)교 (2단계): 2023 년 완공 예정

- 이알리(Ialy) 수력발전소 (증설): 2024 년 완공 예정

표 74. 비나코넥스의 자회사 목록 (2020)

자회사 소유지분 사업활동

Vinaconex Investment 100.00% 부동산 판매 및 투자

Nedi2 73.24% 에너지 투자

Vinaconex CM 100.00% 건설

Ly Thai To Education 100.00%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K-12) 교육

Vimeco 51.41% 건설 및 부동산 판매

VCTD 55.00% 임대 부동산 관리 및 운영

VC25 51.00% 건설 및 부동산 판매

Vinaconex Electromechanics 100.00% 상수도 시설 시공

VC1 55.14% 건설 및 부동산 판매

Vinaconex Sai Gon 76.25% 건설

Boo Sapa 99.00% 정수 판매

Vinahud 70.00% 건설 및 부동산 판매

Viwaco 51.00% 정수 판매

Vinaconex Dung Quat 95.51% 정수 생산 및 판매

Vinaconex Transportatioin 59.12% 교통 서비스

VC17 82.09% 건설 및 부동산 판매

Vinasinco 75.00% 주택 청소 서비스

VC27 57.33% 건설

VC16 51.93% 건설 및 부동산 판매

Vinaconex Da Nang 73.59% 건설

Vinaconsult 51.00% 설계자문

VC4 100.00% 건설

Bach Thien Loc 99.99% 수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Vinaconex Real Estate 100.00% 부동산 투자 및 판매

Bohemia 100.00% 부동산 투자 및 판매

Vimeco MT 76.85% 건설, 급수 시설 및 수력발전소 장비/부품 
제조, 판매, 시공

※ 비나코넥스의 건설 장비 목록: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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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델타 그룹 (Delta Group) 

공식 명칭: 델타 그룹 (Delta Group) 

설립연도: 1993년

소유 형태: 민영기업 / 비국영기업

종업원 수 (2020년 8월 기준): 2,068 명

매출 (2019년 12월 기준): 3억 2,640만 달러 (USD326.4m)

i. 운영 개요

●  델타 그룹(Delta Group)은 국립 토목 공과 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Civil Engineering)의 

응용 연구 및 건설 공학 센터(Center of Applied Research and Construction Engineering)에서 

1993년 설립되었다. 델타 그룹은 현재 12개의 자회사 및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건설, 건

설자재 생산, 부동산 투자 및 설계자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델타 그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건물 건설: 주거용 건물, 사무용 건물, 접객용 건물, 공장 건물, 종교 건물

- 인프라 건설: 교량

- 공공서비스(Utility) 건설: 화력발전소

- 부동산 투자

- 설계자문

- 건설자재 제조

●  주요 프로젝트:

- 건물 건설: 디 르 루아 솔레유(D’. Le Roi Soleil) - 꽝안(Quang An), 경남 하노이 랜드마크 

(Keangnam Hanoi Landmark), 하노이 프랑스 병원(Hanoi French Hospital), 뚜꾹(Thu Cuc) 국

제 종합병원, 마스테리 센터 포인트(Masteri Centre Point), 필모어 다낭(The Filmore Da Nang), 

파크 하얏트 호텔 하노이(Park Hyatt Hotel Hanoi), 리앤만(Lee & Man) 제지 공장, 비사이닌빈

(Vissai Ninh Binh) 시멘트 공장, 팟 (Phat Tich) 파고다

- 인프라 건설: 빈뚜이(Vinh Tuy)교

- 공공서비스 건설: 따이빈(Thai Binh) 제 2 화력발전소

iii. 비나코넥스의 비용 절감 및 절세 방식157

건물 정보 모델링(BIM) 적용: 

●  비나코넥스는 베트남에서 BIM을 최초로 적용한 건설사 중 하나로, 레빗(Revit)과 나비스웍스(Navis 

Work) 등 BIM 소프트웨어 패키지 2가지를 사용한다. BIM을 통해 비나코넥스 그룹은 응이손(Nghi 

Son) 정유 및 화학 공장, 그리고 비엔틴 뱅크 타워(VietinBank Tower)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건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건설 방법의 지속 개선: 

●  비나코넥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적인 건설 공법 개선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고

층 건물의 지하층에 대한 세미 역타 공법(Semi-top-down)이 그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층 건

설을 위한 기초 지주 공사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미 역타 공

법은 지하층 시스템의 일부를 지하벽을 위한 지지대로 사용한다. 비나코넥스 본사 건설 현장에 처음 

적용된 이 혁신적인 공법을 통해 비나코넥스는 이 프로젝트에서 최대 40만 달러 (USD 400,000)에 

이르는 공사 비용을 절감했다.

프리텐셔닝(pre-tensioning) 방법을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생산: 

●  이 공법은 하루에 1,000m3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에 4명의 작업자만 있으면 되기(50m2

의 아파트 20채에 해당하는 규모) 때문에 비나코넥스가 생산비 절감, 노동 효율성 향상, 공사 기간 

25~50% 단축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현장 외부에서 제

조되고, 이후 건설 현장으로 운송되어 습식 조인트를 사용해 조립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효율성

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사전 제작된 건설자재/구성품 사용 극대화: 

●  비나코넥스는 다른 기성 건설자재 및 구성품 중에서도 붉은 벽돌 대신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관련 

비용 30% 절감 가능)하는 것과 더불어 미리 혼합된 건식 모르타르 및 프리캐스트(pre-cast) 계단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해 비나코넥스 그룹은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건설 단계를 개량화함으로써 작업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84채의 아파트가 있

는 9층 건물 공사에는 10명이 넘는 건설작업자만 있으면 되며,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납기 진행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157 출처:  회사 웹사이트,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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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무 개요

●  Delta의 매출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다.

그림 101. 델타 그룹의 매출 (단위: 백만 달러(USDm), 2017-2020)
(다른 재무 정보는 확인 불가)

iii. 델타의 비용 절감 및 절세 방식158

프로젝트 관리에 최신 기술 적용:

●  델타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최신 기술을 적용하

고 있는데, 일례로 건물 정보 모델링(BIM)을 사용함으로써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고 유지 관리 및 

운영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종합건설사로서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

할 수 있도록 SCOR (Supply Chain Operations Reference, 공급사슬 내 협력사 간의 소통을 위한 

모델)를 공급망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델타는 또한 국내 및 글로벌 종합건설사들이 이용하는 PMI 

(Project Management Institution)의 표준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벽돌로 된 벽 대신 벽 패널(panel)을 사용하여 시공 방법 개선: 

●  델타는 30-40층 규모의 고층 건물을 지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벽돌로 된 벽 대신 벽 패널을 사

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150-200명의 작업자들로 구성된 팀이 벽돌 벽을 만들고 미장을 했었는데, 

이 방법을 통해 델타는 작업자 수를 20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인력 비용을 크게 줄임과 

동시에 노동 효율성은 높일 수 있었다.

모회사의 공급자가 될 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시너지 향상 및 업계 주도권 강화: 

●  앞서 언급한 호아빈의 사례와 유사하게, 델타의 자회사들은 델타가 종합건설사로 참여하는 프로젝

트에 건설 용역 또는 건설자재를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한다. 자회사로부터 자재를 제공받음으로

써 델타 그룹은 자재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델타는 자재 비용을 절

감하고 외부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위해 자재 구매 기록을 명확

하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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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더 그랜드 하노이(The Grand, Hanoi) 리츠 칼튼 레지던스(Ritz-Carlton Residences): 2023 년 

완공 예정

- 그랜드 마리나 사이공(Grand Marina Saigon): 2023 년 완공 예정

- FPT 플라자 2: 2022 년 완공 예정

표76. 델타 그룹의 자회사 목록 (2020)
(소유 지분에 관한 정보는 확인 불가)

자회사 사업활동

Delta-V 종합건설사

Delta M 건설 자제

Delta Windows 문, 파사드(façade) 시스템 및 유리 시공

Bao Long 건설 투자 

Vietnam Fiber Reinforced 
Polymer Products 강화 폴리머 제품

Nucetech 건설 계획 및 설계자문

HDI Sunrise 건설 투자 
(골든팜(Golden Palm) 프로젝트 투자자)

Textaco 섬유 제품

Viet Nhat 산업 건설

표 77. 델타 그룹의 건설 장비 목록 (2020)

# 장비 단위 수량

1 타워 크레인 세트 80

2 호이스트(Hoist) 세트 10

3 타설 붐(Placing boom) 세트 20

4 H 프레임 비계(scaffolding) 프레임 110,000

5 링락(Ringlock) 비계 프레임 105,000

6 알루폼(Alu-form) 시스템 m2 85,000

7 유압식 회전 항타 장비(Bored piling rig) 세트 50

8 서비스 크레인 세트 30

158 출처:  회사 웹사이트,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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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JSC 49.00% 건설

415 Construction and Investment 35.00% 건설

407 JSC 49.00% 건설

412 JSC 35.00% 건설

422 JSC 41.35% 건설

499 JSC 49.00% 건설

Yen Lenh Bridge BOT 30.00% 교량 건설 및 프로젝트 관리

CIENCO4 - 319 National Highway 1A BOT 51.00% 도로 건설 및 프로젝트 관리

Thai Nguyen Cho Moi BOT 49.31% 도로 건설 및 프로젝트 관리

※ 시엔코 4의 건설 장비 목록: 확인 불가

ii. 재무 개요

●  시엔코 4의 매출의 대부분은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며, 이 부문이 2020년 총 매출의 64.59%를 차

지했다.

그림 102. 시엔코 4의 매출, 순이익, 순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USDm), %, 2017-2020)

7. 시엔코 4 (CIENCO 4) 

공식 명칭: CIENCO 4 Corporation

설립연도: 1962 년

소유 형태: 국영기업

종업원 수 (2020년 기준): 1,466 명

매출 (2020년 12월 기준): 9,000만 달러 (USD90.0m)

정관자본금 (2020년 12월 기준): 4,840만 달러 (USD48.4m)

시가총액 (2021년 10월 기준): 8,340만 달러 (USD83.4m)

i. 운영 개요

●  시엔코 4(CIENCO 4)는 1962년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에 의해 설립되었다. 2014년에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2018년에는 업컴(UpCom) 거래소(비상장 기업 주식 시장)에 등록되었다.

●  시엔코 4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교통 및 인프라 건설

- 공공서비스(Utility) 건설

●  주요 프로젝트:

- 교통 및 인프라 건설: 르반루옹(Le Van Luong) 터널, 미뚜언(My Thuan)-껀떠(Can Tho)간 고속

도로, 깟비(Cat Bi) 국제공항 확장, 1A번 국도 확장

- 공공서비스 건설: 옌싸(Yen Xa) 폐수 처리장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지엔쩌우(Dien Chau)-바이봇(Bai Vot) 간 고속도로: 2024 년 완공 예정

- 박당(Bach Dang) 제 2 교량: 2022-2023년 완공 예정

- 남북 고속도로 동부 방면 (Phan Thiet-Dau Giay 관통): 2022 년 완공 예정

표 78. 시엔코 4의 자회사 목록 (2020)

자회사 소유지분 사업활동

CIENCO4 Land 68.88% 부동산 판매

Green Tea Islands 100.00% 운송 및 여행 서비스

Education Equipment 2 45.49% 교과서 및 교육장비 판매

CIENCO4 Consultancy 37.50% 설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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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CC1 (Power Construction No. 1) 

공식 명칭: Power Construction No. 1 JSC

설립연도: 1963 년

소유 형태: 민영기업 / 비국영기업

종업원 수 (2020년 12월 기준): 1,395 명

매출 (2020년 12월 기준): 2억 8,760만 달러 (USD287.6m)

정관자본금 (2020년 12월 기준): 3억 6,750만 달러 (USD367.5m)

시가총액 (2021년 10월 기준): 6,860만 달러 (USD68.6m)

i. 운영 개요

●  PCC1은 1963년에 설립되었고, 2016년에 하노이 증권 거래소(HOSE, Hanoi Stock Exchange)

에 상장되었다. 

●  PCC1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공공서비스(Utility) 건설: 발전소 건설, 송전선, 변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 건물 건설: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

- 건설자재 제조: 전신주, 아연 도금 강판

●  주요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 건설: 꽝닌(Quang Ninh)-하이옙호아(Hiep Hoa)간 500kV 송전선, 하이옙호아 500kV 

변전소, 꺼라이(Cai Lay)-쩌녹(Tra Noc)간 220kV 송전선, 바오람(Bao Lam) 제 3 수력발전소, 닝

빈(Ninh Binh) 화력발전소, 리엔랍(Lien Lap), 퐁후이(Phong Huy) 및 퐁응우옌 풍력발전 단지

(Phong Nguyen Wind Farms)

- 건물 건설: PCC1 단지, 미딩(My Dinh) 플라자 무역센터 및 주택단지, 낭후옹(Nang Huong) 아파

트 및 서비스 단지

- 건설자재 제조: 선라(Son La)-하이옙호아(Hiep Hoa)간 500kV 송전선용 전신주, 5 번 고속도로 

확장용 강관, 붕앙(Vung Ang) 발전소의 220kV 연결을 위한 전신주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바오락(Bao Lac) A 수력발전소: 2023 년 완공 예정

- 트옹하(Thuong Ha) 수력발전소: 2024 년 완공 예정

 - PCC1 빈흥(Vinh Hung) 아파트 단지: 2022 년 완공 예정

표 79. 시엔코 4의 매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 달러(USDm), 2017-2020)

매출 세부내역 2017 2018 2019 2020

총 매출 174.36 134.59 100.89 89.99 

건설계약 153.93 108.06 65.66 58.13 

서비스 13.39 15.66 15.83 14.23 

부동산 소유권 이전 -   -   0.70 10.25 

공급품 판매 7.04 10.17 18.43 7.17 

기타 -   0.71 0.28 0.21 

총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

건설계약 88.29% 80.29% 65.08% 64.59%

서비스 7.68% 11.63% 15.69% 15.81%

부동산 소유권 이전 0.00% 0.00% 0.69% 11.39%

공급품 판매 4.03% 7.55% 18.26% 7.97%

기타 0.00% 0.53% 0.27% 0.23%

iii. 시엔코 4의 비용 절감 및 절세 방식

새로운 건설 방법 및 장비 사용:

●  끊임없는 연구 및 신규 공법 적용을 통해 시엔코4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슬라이딩 거푸집 시공 기술(공사가 지속됨에 따라 거푸집 구조물을 수직으로 계속 들어올리는 것)을 

통해 이 회사는 시공 기간을 30%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 장비의 경우에는 대형 장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1A번 국도 확장에 대규모 아스팔트 

포장기를 사용함으로써 최대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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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PCC1의 (순)매출, 순이익, 순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USDm), %, 2015-2020)
(세부내역은 순매출에 대한 자료만 확인 가능)

표 81. PCC1의 (순)매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

매출 세부 내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순 매출 133.53 129.54 136.10 218.94 251.69 287.59 

전력 관련 건설 및 장비 100.62 78.16 73.22 74.52 129.19 131.80 

상품 판매 2.64 5.65 31.11 54.02 42.96 48.31 

부동산 소유권 이전 -   19.96 0.15 41.10 8.36 35.93 

산업 제조 28.36 22.27 16.17 21.48 42.26 35.56 

전력 판매 -   0.39 12.03 24.09 23.77 32.21 

부동산 0.31 0.38 0.51 0.61 0.81 0.93 

기타 1.59 2.73 2.89 3.12 4.34 2.85 

순 매출 중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전력 관련 건설 및 장비 75.36% 60.34% 53.80% 34.04% 51.33% 45.83%

상품 판매 1.98% 4.36% 22.86% 24.67% 17.07% 16.80%

부동산 소유권 이전 0.00% 15.41% 0.11% 18.77% 3.32% 12.49%

산업 제조 21.24% 17.19% 11.88% 9.81% 16.79% 12.36%

전력 판매 0.00% 0.30% 8.84% 11.00% 9.44% 11.20%

부동산 0.23% 0.29% 0.38% 0.28% 0.32% 0.32%

기타 1.19% 2.10% 2.12% 1.43% 1.73% 0.99%

표 80. PCC1의 자회사 목록 (2020)

자회사 소유지분 사업활동

Dai Mo Power Construction No. 1 100.00% 전력 관련 건설
Southern Power Construction No. 1 100.00% 전력 관련 건설
Northern Power Construction Installation No. 1 100.00% 전력 관련 건설
My Dinh Power Construction No. 1 100.00% 전력 관련 건설
Tu Liem Power Construction Installation No. 1 100.00% 전력 관련 건설
Ha Dong Power Construction Installation No. 1 100.00% 전력 관련 건설
Nang Huong Power Construction No. 1 100.00% 부동산 관리
Hoang Mai Power Construction Installation No. 1 100.00% 전력 관련 건설
NinhBinh Power Construction No. 1 100.00% 전력 관련 건설
Dong Anh Steel Tower Manufacturing 90.00% 철탑 제조, 발전 기기 판매
Trung Thu Hydropower Plant 60.00% 수력발전소 건설, 전력 생산
My Dinh Real Estate Investment 99.39% 부동산 판매 및 개발
ERECO 51.00% 산업 기계 및 장비 제조
Bao Lam Hydropower Plant 99.90% 수력발전소 관리
Northern Power Investment 51.00% 전력 생산 및 판매
Hoa Binh Automobile Mechanics 99.88% 부동산 판매 및 개발
Tien Bo Trade Investment 99.95% 부동산 판매 및 개발
Lien Lap Wind Farm 5554.00% 전력 생산
Phong Nguyen Wind Farm 54.73% 전력 생산
Phong Huy Wind Farm 54.70% 전력 생산
Investment and Technology Service 51.00% 전력 구조 구성 및 발전 기기
Cao Bang Cast Iron 25.09% 광물 채굴
Tan Phat Minerals 27.13% 광물 채굴

※ PCC1의 건설 장비 목록: 확인 불가

ii. 재무 개요

●  PCC1의 매출의 대부분은 전력 관련 건설 및 장비에서 발생하며, 이 부문은 2020년 전체 매출의 

45.83%를 차지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국적인 봉쇄에도 불구하고 PCC1의 수익 및 순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다른 건설사들은 수익 발생이 대부분 지연됨). 재무 성과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PCC1 딴쑤안(Thanh Xuan) 아파트 단지의 완공 및 판매 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몽안(Mong An), 

바오락(Bao Lac) B, 송니엠(Song Nhiem) 제 4 수력발전소 또한 가동되어 PCC1의 매출 증가에 기

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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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라(Son La) 수력발전소, 중꾸엇(Dung Quat) 정유 공장, 응이손(Nghi Son) 정유 화학 공장, Hai 

Linh Co.를 위한 LNG 저장 창고(베트남 최초 LNG 저장 탱크 3기 설치)

- 건물 건설: 송따오(Song Thao) 시멘트 공장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반퐁(Van Phong) 제1 화력발전소: 2021년 말 완공 예정

- 이알리(Ialy) 수력발전소 (증설): 2024 년 완공 예정

표 82. 리라마의 자회사 목록 (2020)

자회사 소유지분 사업활동

LILAMA Southeast Asia 99.00% 건설

LILAMA 5 51.00% 건설

LILAMA 7 51.00% 건설

LILAMA EMC 51.00% 건설

LHT Engineering 60.00% 산업 공장을 위한 설계자문

LILAMA 10 36.00% 건설

LILAMA 18 36.00% 건설

LILAMA 69.1 41.10% 건설

LILAMA 69.3 36.00% 건설

LILAMA E&C 45.45% 설계자문

LILAMA 45.3 40.83% 건설

EMETC 36.18% 공장 및 발전소용 공정 라인 테스트

LILAMA 45.1 36.00% 건설

LILAMA 45.4 35.06% 건설

LILAMA Real Estate 27.93% 부동산 판매

※ 리라마의 건설 장비 목록: 확인 불가

ii. 재무 개요

● 리라마의 매출의 대부분은 건설 및 장비 제조에서 발생하며, 이부문은 2020년 총 매출의 97.23%

를 차지했다. 

● 리라마는 2018년 및 2019년 응이손(Nghi Son) 제2 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신규 프로젝트가 거

의 없었기 때문에 매출이 하락했다. 이 기간동안 매출의 대부분은 성하우(Song Hau) 제1 화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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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CC1의 비용 절감 및 절세 방식

전력 관련 건설용 철강 제조: 

●  PCC1은 전력 관련 건설용 아연 도금 구조물 및 강관을 제조하며, 이러한 제품은 붕앙(Vung Ang) 

발전소, 5번 국도, 선라(Son La)-하이옙호아(Hiep Hoa) 송전선 등의 전력 관련 건설프로젝트에 공

급된다. 그리고 건설자재를 자체 제조하기 때문에 VAT 환급 목적의 유효 영수증 일체를 모두 체계

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다. PCC1은 또한 해외 구매자들(칠레, 파키스탄 등)에게도 철강 제품을 판

매하여 회사의 수입원을 강화하고 있다.

9. 리라마 (LILAMA) 

공식 명칭: LILAMA Corporation 

설립연도: 1960 년

소유 형태: 국영기업

종업원 수 (2020년 12월 기준): 580 명

매출 (2020년 12월 기준): 2억 6,096만 달러 (USD260.96m)

정관자본금 (2020년 12월 기준): 3,430만 달러 (USD34.3m) 

시가총액 (2021년 10월 기준): 4,810만 달러 (USD48.1m) 

i. 운영 개요

●  리라마는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에 업컴(UpCom) 거래소(비상장 기업 주식 시장)에 등

록되었다.

●  리라마는 철강 구조물, 석유 및 유류 저장 선박, 해양 석유 시추선의 시추 기지 등의 산업 및 기계 장

비 제조를 전문으로 해 왔으며, 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장비 설치 작업도 수행한다. 또한, 공공서비스

(Utility) 건설을 위한 EPC 건설사로도 알려져 있다. 

●  리라마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공공서비스(Utility) 건설: 화력발전소, 정유 공장

- 건물 건설: 공장 건물

●  주요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 건설: 우옹비(Uong Bi) 화력발전소, 까마우(Ca Mau) 제1 & 제2 발전소, 연짝(Nhon 

Trach) 제1 & 제2 발전소, 붕앙(Vung Ang) 제 1 화력발전소, 응이손(Nghi Son) 제2 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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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세부내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

건설 및 장비 제조 93.80% 96.13% 97.37% 98.29% 97.78% 97.23%

상품 판매 4.04% 1.96% 1.49% 1.35% 0.49% 1.42%

서비스 1.99% 1.53% 1.06% 0.34% 1.74% 1.35%

부동산 0.18% 0.33% 0.07% 0.00% 0.00% 0.00%

기타 0.00% 0.05% 0.01% 0.02% 0.00% 0.00%

iii. 리라마의 비용 절감 및 절세 방식159

복잡한 프로젝트에 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 도입: 

●  리라마의 자회사인 LILAMA 18은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 지역에 베트남 최초로 LNG 저

장 탱크 3기를 219,000m3 규모로 설치하는 공사에 참여했는데, 이 저장 탱크는 모든 건설자재를 

EU (유럽연합)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유전 및 가스전 부문에서 가장 기술적 요구사항이 복잡한 

작업이었다. 때문에 리라마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LNG 탱크용으로 4기의 단면 자

동 스탠딩 용접 시스템을, 그리고 탱크 둘레용으로 4기의 양면 용접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

해 기존 용접 기술 대비 작업자의 생산성을 두 배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선라(Son La) 수력발전소의 공사 일정을 철저히 준수: 

●  선라 수력발전소의 착공 당시에는 호아빈(Hoa Binh) 수력발전소가 베트남 최대 규모였는데, 호아

빈 수력발전소는 건설 당시 건설 및 기계 시공 측면에서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상당한 지원을 했었

다. 그러나 7년에 걸친 선라 수력발전소의 건설 기간동안에는 리라마를 포함한 베트남 엔지니어

들이 모든 주요 건설 부분을 책임졌다. 특히 리라마는 로터(rotor), 스테이터(stator), 터빈을 비롯

한 7만 3,000톤에 달하는 장비를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담당했는데, 현장 출입 시 기계 담당 작

업자의 작업 일정을 확인했기 때문에 리라마는 작업 규율을 철저히 지켰으며, 그러한 헌신 덕분에  

1년 만에 3기의 수력 발전기가 가동되어 선라 수력발전소가 예정보다 3년 앞당겨 완공될 수 있었다.

소, 타이빈(Thai Binh) 제2 화력발전소, 빈탄(Vinh Tan) 제4 화력발전소 등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다. 2018년에는 또한 7개 자회사의 지분을 전부/일부 매각했고, 이로 인

해 연결 재무재표상 매출이 감소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국적인 봉쇄 때문

에 건설프로젝트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매출이 더욱 감소했다.

● 순이익의 경우, 자회사인 리셈코(Lisemco)의 재무실적 때문에 2018년과 2019년은 손실을 기록했

다. 리셈코는 2018년에 780만 달러(USD7.8m)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이는 리라마의 연결 순이익

에도 영향을 미쳤다. 리라마는 2019년에 리셈코 지분을 매각했고, 투자를 회수하면서 회계 충당금

이 기록되어 당기 순이익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2019년 기준 5년동안 가동된 붕앙(Vung Ang) 제 

1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상태이기도 했다.

그림 104. 리라마의 매출, 순이익, 순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USDm), %, 2015-2020)
(2016년 재무제표는 4월 6일-12월 31일에 대한 자료만 확인 가능)

표 83. 리라마의 매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
(2016년 재무제표는 4월 6일-12월 31일에 대한 자료만 확인 가능)

매출 세부내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매출 364.27 500.96 826.63 577.55 303.23 260.96 

건설 및 장비 제조 341.67 481.56 804.91 567.70 296.49 253.73 

상품 판매 14.71 9.83 12.29 7.78 1.47 3.70 

서비스 7.23 7.65 8.77 1.97 5.27 3.53 

부동산 0.66 1.67 0.58 -   -   -   

기타 -   0.25 0.07 0.10 -   -   

159 출처:  회사 웹사이트,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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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 기업) 스미토모 코퍼레이션 베트남 (Sumitomo Corporation Vietnam) 

공식 명칭: Sumitomo Corporation Vietnam

설립연도: 2007 년

소유 형태: 민영기업

i. 운영 개요

●  스미토모 코퍼레이션은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스미토모 그룹의 일원으로 건설, 광업, 소비재 등

의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 최대 대기업 중 하나이다. 스미토모 코퍼레이션 베트남은 2007년에 설립

되었으며, 주로 산업 건설, 에너지, 통신 등의 인프라 관련 사업활동 외에 광업 및 화학 관련 사업 또

한 영위하고 있다.

●  스미토모 코퍼레이션 베트남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교통 건설: 지하철 노선

- 공공서비스(Utility) 건설: 화력발전소

- 산업 건설: 산업 지구, 공장

●  주요 프로젝트:

- 교통 건설: 호치민시 지하철 1호선

- 공공서비스 건설: 파라이(Pha Lai) 화력발전소, 푸미(Phu My) 2.2 화력발전소- 산업 건설: 탕롱

(Thang Long) 1, 2, 3 산업 지구, 스미토모 전기 공장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반퐁(Van Phong) 제 1 화력발전소: 2023년 완공 예정

- 동안(Dong Anh) 스마트 시티: 2028년 완공 예정

10. (해외 기업) GS 건설 베트남 (GS E&C Vietnam) 

공식 명칭:  GS E&C Vietnam 

설립연도: 2004 년

소유 형태: 민영기업

i. 운영 개요

●  GS 그룹은 한국 최대의 대기업 그룹 중 하나이며 GS 건설은 그룹의 글로벌 EPC 건설사로서 27개

국에 진출해있다. GS 건설 베트남 법인은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  GS 건설 베트남 법인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교통 건설: 고속도로, 순환도로, 교량

- 공공서비스(Utility) 건설: 정유 시설

- 건물 건설: 주거용 건물, 접객용 건물

●  주요 프로젝트:

- 교통 건설: 하노이-하이퐁(Hai Phong)간 고속도로, 떤선  (Tan Son Nhat)-빈로이(Binh Loi)-팜

반동(Pham Van Dong) 외곽 순환도로, 지하철 1호선(호치민시), 밤콩(Vam Cong)교, 빈틴(Vinh 

Thinh)교, 꾸이까오(Quy Cao)교 

- 공공서비스 건설: 응이손(Nghi Son) 정유 및 석유화학 단지

- 건물 건설: 자이 리버뷰 팰리스(Xi Riverview Palace), 롱빈 뉴 타운십(Long Binh New Township), 

앙사나(Angsana) 리조트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자이트가이스트 냐베(ZeitGeist Nha Be) - GS 메트로 시티(Metro City): 2022년 완공 예정

- 뚜티엠 자이트(Thu Thiem Zeit): 2023년 완공 예정

표 84. GS건설 베트남의 자회사 목록 (2020)

자회사 소유지분 사업활동

Vietnam GS Industry 100.0% 교통 건설

Vietnam GS Enterprise 100.0%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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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프로젝트:

- 공공서비스 건설: 응어이팟(Ngoi Phat) 수력발전소, 하이퐁(Hai Phong) 화력발전소, 응이손(Nghi 

Son) 석유화학단지, 빈(Vinh) 폐기물 처리장

- 건물 건설: 부영 비나(Booyoung Vina) 럭셔리 아파트, 송따오(Song Thao) 시멘트 공장, 국립 종

합 운동장, 호치민시립 소아과 병원, 국립 컨벤션 센터, 국회의사당 

- 교통 건설: 떤선  (Tan Son Nhat) 국제 공항-국내선 터미널, 롱딴(Long Thanh) 국제공항, 빈뚜이

(Vinh Tuy)교, 팝반(Phap Van)-꺼우지에(Cau Gie)간 고속도로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파크 시티 하노이(Park City Hanoi) - 르 자뎅 빌라(Le Jardin villas): 2022년 완공 예정

- 10번 국도 (Da Bac교-Kien교): 2022 년 완공 예정

표 85. 코닌코의 자회사 목록 (2020)

자회사 소유지분 사업활동

CONINCO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38.00% 엘리베이터 도매 및 유지보수

CONINCO-HOUSING 36.00% 설계자문

CONINCO 3C 29.00% 설계자문

CONINCO Thang Long 20.00% 건축 자문 및 기술자문

ii. 재무 개요

●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코닌코의 매출은 연평균성장률(CAGR) 8%로 성장했다. 순이익률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3.4%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그림 105. 코닌코의 매출, 순이익, 순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USDm), %, 2015-2020)
(매출 세부내역은 확인 불가)

B. 주요 설계자문회사

1. 코닌코 (CONINCO)

공식 명칭: Consultant and Inspection Joint Stock Company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Equipment (CONINCO JSC)

설립연도: 1994 년

소유 형태: 민영기업 / 비국영기업

종업원 수 (2020년 12월 기준): 1,001 명

매출 (2020년 12월 기준): 1,680만 달러 (USD16.8m)

정관자본금 (2020년 12월 기준): 380만 달러 (USD3.8m)

시가총액 (2021년 10월 기준): 890만 달러 (USD8.9m)

i. 운영 개요

●  코닌코는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6년에 업컴(UpCom) 거래소(비상장 기업 주식 시장)에 등록

되었다. 설계자문 서비스는 주거에서 교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 

●  코닌코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공공서비스(Utility) 건설: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 건물 건설: 주거용 건물, 공장 건물, 병원 건물, 스포츠 건물, 정부 청사 건물

- 교통: 공항 터미널, 교량, 고속도로

●  코닌코가 제공하는 건설자문 서비스:

- 설계자문: 설계 기획, 투자프로젝트 구성, 기술 관련 설계 및 시공 도면

- 프로젝트 관리자문: 진도 관리, 품질 관리, 비용 관리, 산업 안전 및 건설 환경 관리, 리스크 관리, 

그 외 관리 서비스 (예: 입찰 서류 작성, 건설 진도 모니터링 등)

- 감리 자문: 착공(착공 조건 확인), 건설사 건설역량(건설사의 입찰 서류 및 계약 준수 여부 확인), 

자재 및 장비 품질 검사, 공사 과정 점검 및 감리

- 검사 자문: 건설자재 테스트, 현장 테스트, 환경 테스트를 위한 건설 실험실 시스템인 LAS-XD60 

및 LAS-XD196(건설부 승인 획득)을 활용한 건설 부품 및 자재의 품질 보증

- 검증 자문: 건설 투자 사업에 대한 설계 적합성 검증, 프로젝트 총 투자 비용 검증, 건설비용 추정

치 검증, 건설 결산 검증 및 건설비용 규범 검증

- 입찰 자문: 입찰 서류 구성 (입찰 절차, 법적 절차, 건설사 선정 및 계약 확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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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고속도로: 노이바이(Noi Bai) 공항-낫탄(Nhat Tan)교 연결 도로, 호치민 고속도로-부온  

 (Buon Ho) 우회도로 및 플레이쿠(Pleiku) 우회도로

- 철도: 남북 고속철도

●  향후 & 현재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 쩐흥다오(Tran Hung Dao)교 (하노이): 프로젝트가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 있으므로 예상 완공 

일자 미정 (쩐흥다오교는 하노이 홍강 종합 계획의 일부임)

- 떤선넛(Tan Son Nhat) 공항 활주로 및 유도로 개보수 및 개선 공사: 2021년 말 완공 예정

- 제 2 락미우(Rach Mieu)교: 2025년 완공 예정

표 86. 테디의 자회사 목록 (2020)

자회사 소유지분 사업활동

TEDI-GIC 65.43% 지반 검사

TEDI-TECCO2 51.00% 교통 엔지니어링 자문

TEDI-TEDCO4 51.00% 교통 엔지니어링 설계자문

TEDI-TECCO5 51.00% 교통 엔지니어링 자문

APECO 67.26% 엔지니어링 자문

TEDI-BRITEC 51.00% 교량 및 터널 엔지니어링 자문

TEDI-RECO 50.96% 도로 및 교량 엔지니어링 자문

TEDI-PORT 51.00% 항만 및 수로 엔지니어링 자문

TEDI-HECO 51.00% 고속도로 엔지니어링 자문

TEDI-WECCO 51.60% 수로 엔지니어링 자문

2. 테디 (TEDI)

공식 명칭: Transport Engineering Design Incorporated (TEDI)

설립연도: 2014 년

소유 형태: 국영기업

종업원 수 (2020년 12월 기준): 1,000 명 이상

매출 (2020년 12월 기준): USD37.3m

정관자본금 (2020년 12월 기준): USD5.4m

i. 운영 개요

●  테디는 정부의 국영기업 전환 정책에 따라 2014년에 설립되었다. 테디의 전신은 1962년에 설립된 

Transport Engineering Design Institute이다. 

●  테디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교통 건설 부문: 

- 교량 및 터널

- 항만 및 수로

- 도로 및 고속도로

- 철도

●  테디가 제공하는 건설자문 서비스:

- 기획: 국가 교통시스템 기획 (도로망, 철도망, 항만 체계, 내륙 수로 인프라, 공항에 특화)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상세 설계

- 시공 도면

- 시공 감리: 교통 건설(교량, 도로, 터널, 철도, 항만, 수로), 공공서비스(utility) 건설(관개 시설 및 

도시 인프라)

- 품질 테스트: 건설 품질 평가, 건설 부품 품질 평가

●  주요 프로젝트:

- 교량 및 터널: 데오까(Deo Ca) 터널, 쭝호아(Trung Hoa) 터널, 후에(Hue) 나들목, 호앙반뚜 

(Hoang Van Thu)교, 꼬린(Co Linh) 입체 교차로

- 항만 및 수로: 까이란(Cai Lan) 항구, 깟라이(Cat Lai) 항구, 중 (Dung Quat) 항구, 깜빠(Cam 

Pha) 항구, 꾸아로(Cua Lo) 항구, 응이손(Nghi Son) 항구, 붕안(Vung Anh)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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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CC1 (Power Engineering Consulting No. 1) 

공식 명칭: Power Engineering Consulting Joint Stock Company No. 1 

설립연도: 1982

소유 형태: 국영기업

종업원 수 (2020년 12월 기준): 747 명

매출 (2020년 12월 기준): 2,720만 달러 (USD27.2m)

정관자본금 (2020년 12월 기준): 1,150만 달러 (USD11.5m) 

시가총액 (2020년 10월 기준): 1,120만 달러 (USD11.2m)

i. 운영 개요

●  PECC1은 1982년에 Electrical Design Institute, Hydropower Design and Research Center, 

Hydrogeological Survey Company 등 3개 국영기관의 합병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2018년에 업

컴(UpCom) 거래소(비상장 기업 주식 시장)에 상장되었다.

●  PECC1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자문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전력 관련 건설 부문:

- 송전선 프로젝트

- 변전소 프로젝트

- 화력발전 프로젝트

- 수력발전 프로젝트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전력 관련 건설프로젝트를 위해 PECC1이 제공하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자문 서비스:

- 기획 

- 투자 제안

- 검사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시공 도면 

- 입찰 준비

- 감리

- 프로젝트 심사

- 경영 자문

ii. 재무 개요

●  테디는 2018년을 제외하고 평균 매출액이 3,760만 달러(USD37.6m)로 안정적이다. 2018년 실

적 부진은 프로젝트 부족 때문이었으며, 당시 회사가 세운 2018년 목표액의 85% 수준의 매출을 일

으키는 데 그쳤다.

그림 106. 테디의 매출, 순이익, 순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USDm), %, 2015-2020)
(매출 세부내역은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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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PECC1의 매출, 순이익, 순이익률 (단위: 백만 달러(USDm), %, 2015-2020)

표 88. PECC1의 매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 달러(USDm), 2015-2020)

매출 세부 내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매출 24.53 25.65 30.65 28.25 24.14 27.21 

 전력 관련 건설자문 15.26 17.18 18.11 20.91 20.36 19.48 

 전기 생산 6.84 7.48 10.99 6.98 3.65 7.69 

 상품 판매 -   -   -   -   0.03 -   

 기타 2.43 0.99 1.55 0.36 0.10 0.04 

총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

 전력 관련 건설자문 62.2% 67.0% 59.1% 74.0% 84.3% 71.6%

 전기 생산 27.9% 29.2% 35.9% 24.7% 15.1% 28.3%

 상품 판매 0.0% 0.0% 0.0% 0.0% 0.1% 0.0%

 기타 9.9% 3.9% 5.1% 1.3% 0.4% 0.2%

●  주요 프로젝트:

- 송전선 프로젝트: 500kV 남북 송전선(1,498km), 220kV 복선 쭉닌(Truc Ninh) 송전선 (29,437km), 

500kV 꽝짝(Quang Trach)-독소이(Doc Soi)간 송전선(500km)

- 변전소 프로젝트: 500kV 다낭(Da Nang) 변전소(2x450MW), 500kV 붕앙(Vung Ang) 변전소 

(1x450MW), 500kV 동안(Dong Anh) 변전소(2x900MW)

- 화력 발전 프로젝트: 박리에우(Bac Lieu) LNG 가스 발전소(3,200MW), 송하우(Song Hau) 제3

화력발전소(2000MW), 손미(Son My) 제1화력발전소(2,000MW)

- 수력 발전 프로젝트: 선라(Son La) 수력발전소(2,400MW), 호아빈(Hoa Binh) 수력발전소 (1,920MW), 

라이쩌우(Lai Chau) 수력발전소(1,200MW)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삭리 풍력발전단지(Sac Ly Wind Farm) (200MW), 박리에우 풍력발전단

지(Bac Lieu Wind Farm) (142MW), 호아빈(Hoa Binh) 제 1 풍력발전소(50MW)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호아빈(Hoa Binh) 수력발전소 (증설): 2024 년 완공 예정

- 이알리(Ialy) 수력발전소 (증설): 2024 년 완공 예정

표 87.  PECC1의 자회사 목록 (2020)

자회사 소유지분 사업활동

Power Engineering Investigation, Design and 
Construction 1 100.00% 전력 관련 건설을 위한 

설계 및 검사 자문

Power Engineering Investigation, Design and 
Construction 2 100.00% 전력 관련 건설을 위한 

설계 및 검사 자문

Power Engineering Investigation, Design and 
Construction 3 Da Nang 100.00% 전력 관련 건설을 위한

 설계 및 검사 자문

Power Engineering Investigation, Design and 
Construction 4 100.00% 전력 관련 건설을 위한 

설계 및 검사 자문

ii. 재무 개요

● PECC1의 매출의 대부분은 전력 건설자문에서 발생하며, 이 부문이 2020년 총 매출의 71.6%를 차

지했다.

● 2017년부터는 상품 원가 상승과 대손충당금 증가 두 요인으로 인해 PECC1의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92

3.2 베트남 건설시장의 주요 업체 현황 

193
제3장 베트남 건설시장의 

경쟁 구도 및 주요 업체

4. CCU (National University of Civil Engineering Consultancy) 

공식 명칭: National University of Civil Engineering Consultancy Co., Ltd.

설립연도: 2000년

소유 형태: 민영기업 / 비국영기업

i. 운영 개요

● CCU는 2000년에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었고, 2013년에 민영기업이 되었다.

● CCU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설 부문:

- 건물 건설: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사무용 건물, 병원 건물, 접객용 건물, 정부 청사 건물

- 교통 건설: 고속도로, 터널, 케이블 선로

● CCU가 제공하는 건설자문 서비스: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상세 설계

- 시공 감리

- 프로젝트 관리: 진도 관리, 비용 관리 및 품질 관리,

- 검사 자문: 건설 부품 및 건설자재의 품질 보증

- 검증 자문: 프로젝트 총 투자 비용 검증, 건설비용 추정치 검증

● 주요 프로젝트:

- 건물 건설: 박마이(Bach Mai) 병원, 사이공바베(Saigon-Ba Be) 리조트, 서머셋 웨스트 포인트 

(Somerset West Point), 최고 인민검찰청 HQ

- 교통 건설: 호치민 고속도로(La Son-Tuy Loan 구간), 꾸몽(Cu Mong) 터널, 후옹빈(Huong Binh) 

케이블 선로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파크 하얏트 에코 그린(Park Hyatt Eco Green) 호텔: 2023 년 완공 예정

※ CCU의 자회사 목록: CCU 는 자회사가 없음

ii. 재무 개요

※ CCU 재무 자료 확인 불가

C. 베트남의 건설협회

1.  VACC

공식 명칭: Vietnam Associ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설립연도: 2005년

소유 형태: 민영단체 / 비국영단체 

i. 운영 개요

●  VACC는 건물 건설, 건설자문,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 등의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및 개인을 위

한 비영리단체다. 이 협회는 조직관리, 기술 개발, 법률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건설 업체들을 지원하

여 베트남 건설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설 업체들의 연결점으로써 

회원들 간 협력을 촉진한다.

●  VACC는 베트남 건설부의 2020년 결정문 291/QD-BXD에 따라 (1) 공사 측량, (2) 건설 모니터링, 

(3) 건설프로젝트 관리, (4) 건설 설계에 관한 건설 교육 및 건설 증명서 발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08. VACC 웹사이트 홈페이지 (www.vacc.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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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VECAS

공식 명칭: Vietnam Engineering Consultant Association

설립연도: 1995년

소유 형태: 민영단체 / 비국영단체

i. 운영 개요

● VECAS는 베트남에서 건설자문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위한 비영리단체다. VECAS의 회원들은 교통 

건설, 주거용 건설, 공공서비스(utility) 건설 등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자문 업체들이다. 베트

남에서 건설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베트남 및 해외건설사들은 이 협회의 회원사가 될 수 있다.

● VECAS는 1997년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의 공식 회원이 되었고, 그 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술자문 개발(TCDAP, Technical 

Consultancy Development for Asia and Pacific)은 1998년, 아시아 태평양 연합(ASPAC, 

Association of Asia and Pacific)은 2001년, 아세안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FACE, Federation of 

ASEAN Consulting Engineer)은 2007년에 공식 회원이 되었다.

● VECAS는 또한 건설 엔지니어를 위한 건설 교육 및 건설 인증서 발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09. VECAS 웹사이트 홈페이지 (www.vecas.org.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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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 관련 주요 규제 개요 

표 89.  건설 관련 주요 규제 개요

법률 문서 번호 법률 문서 명칭 개요

I. 종합 건설업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1. Law 
66/2014/QH13

부동산 사업법 해당 법률은 부동산 사업 관련 정부의 관리 사항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Law 
65/2014/QH13

2014 주택법 해당 법률은 베트남 내 주택 소유, 개발, 관리, 사용, 주택 거래, 
이와 관련된 정부의 관리 사항에 대해 규정함. 부동산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상가 주택 매매, 임대, 전대 거래는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함.

3. Law 
64/2020/QH14

민관협력사업
(PPP)  투자법

해당 법률은 PPP 투자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관리 사항과 PPP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개인의 권리,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Law 
62/2020/QH14

2014 건설법 일부 개정 
및 보충

해당 법률은 2014 건설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수정 및 보충 
사항들을 규정함.

5. Law 
50/2014/QH13

2014 건설법 해당 법률은 건설 투자활동 관련 정부의 관리 사항과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개인의 권리,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Law 
49/2014/QH13

공공 투자법 해당 법률은 공공 투자를 위한 자본 예산의 관리 및 사용, 공공 
투자 관련 정부의 관리 사항, 공공 투자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개인의 권리,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7. Law 
43/2013/QH13

입찰법 해당 법률은 입찰 과정에 관한 정부의 관리 사항과 입찰 행위 및 
입찰에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8. Law 
40/2019/QH14

건축법 해당 법률은 건축 활동 관련 관리와 관행, 해당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 및 개인의 권리, 의무,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9. Law 
30/2009/QH12

도시계획법 해당 법률은 도시 계획의 설립, 평가, 승인 및 수정을 포함한 도시 
계획 활동 관련 사항, 승인된 계획에 따른 실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0. Decree 
81/2017/ND-CP

건설부의 기능, 업무, 
권한, 조직구조에 관한 
시행령

해당 시행령은 건설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하여 
규정함.

베트남에서 건설활동 시 참고 위한 추가 법적 규제사항 부록 1.부록1. 베트남에서 건설활동 시 참고 위한 추가 법적 규제사항

부록2. 건설프로젝트의 분류 및 프로세스

부록3. 주요 건설프로젝트별 원가 구조

부록4. 건설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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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서 번호 법률 문서 명칭 개요

11. Decree 
68/2019/ND-CP

건설비용 관리에 관한 
시행령

1. 해당 시행령은 정부예산,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 자본,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건설비용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비용에는 예비 총 예산 수준, 총 예산 수준, 건설 
금액 산정, 건설시공 계약금액, 건설 금액 및 기준, 프로젝트 
관리 및 자문 비용, 건설계약금액의 확정 및 지불, 투자결정자/
투자자/ 시공사의 권리, 의무, 책임 등이 포함됨.

2.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조약 및 
2016조약법의 국내 규정을 따름.

12. Decree 
59/2015/ND-CP

건설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시행령

해 당  시 행 령 은  2 0 1 4 년  건 설 법 에  기 재 된  건 설 프 로 젝 트 
관리(CPM,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며, 그 내용에는 프로젝트 구성, 심사, 승인,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준공 및 이후 사용 이관 등의 내용을 
규정함.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및 해외 원조에서 양허성 
차관을 받은 프로젝트는 각 재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본 시행령을 함께 따라야 함.

13. Decree 
100/2018/ND-CP

건설부의 관리영역에 
속한 경영 조건 규정의 
일부 수정, 보충, 폐지에 
관한 시행령

건설부의 관리영역에 속한 경영 조건 규정 일부의 수정, 보충, 
폐지에 관한 시행령.

14. Decree 
32/2015/ND-CP

건설비용 관리에 관한 
시행령

1. 해당 시행령은 건설프로젝트의 비용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비용에는 총 건설 투자 금액, 건설 금액 산정, 건설계약금액 산정, 
건설시공 계약금액, 건설 금액 및 기준, 프로젝트 관리 및 자문 
비용, 건설계약금액의 확정 및 지불, 투자결정자/투자자/시공사의 
권리, 의무, 책임, 건설비용 관리자문 계약 등이 포함됨.

2.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만약 
베트남이 가입국인 국제조약이 본 시행령의 규정과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시 해당 국제조약을 따름.

15. Decision 
65/QD-BXD

2020년 건설시공 
단가에 관한 결정

종합 건설시공 단가 및 시공 구성요소들의 단가가 본 결정에 
첨부되어 있음 (2020 기준).

16. Decision 
235/QD-BXD

건설비용 예비 산정 
관련 결정

건설비용 추정치의 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17. Circular 
15/2016/TT-BXD

건설허가서 발급 관련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

본 시행규칙은 건설허가서 발급 요청 서류, 건설허가서 수정, 
건설허가서 기한 연장, 기간이 고정된 건설허가서, 건설허가서 
발급 절차 및 담당기관에 관한 상세 사항을 규정함.

법률 문서 번호 법률 문서 명칭 개요

II. 건설업 관련 조세

1. Law 
78/2006/QH11

조세행정법 해당 법률은 세무당국이 징수를 관리하는 조세 및 기타 정부예산 
수입에 속하는 징수 항목의 관리 사항을 규정함.

2. Law 
71/2014/QH13

조세 관련 법의 일부 
조항의 수정, 보충에 
관한 법

2008년 법인세법의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충됨.

3. Law 
61/2020/QH14

투자법 본 법률은 베트남에서의 투자 경영 활동 및 해외로의 투자 경영 
활동에 관하여 규정함.

4. Law 
32/2013/QH13

법인세법의 일부 
조항의 수정, 보충에 
관한 법

2008년 법인세법의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충됨.

5. Law 
31/2013/QH13

2008 부가세법의 일부 
조항의 수정, 보충에 
관한 법

2008년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충됨.

6. Law 
21/2012/QH13

2006 조세행정법의 
일부 조항의 수정, 
보충에 관한 법

2006년 조세행정법의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충됨.

7. Law 
14/2008/QH12

법인세법 해당 법률은 납세자, 납세 대상 소득, 면세대상 소득, 세액 산출 
근거, 세액 산정 방식 및 우대 법인소득세를 규정함.

8. Law 
13/2008/QH12

부가가치세법 해당 법률은 부가가치세 부담 대상/비대상에 관한 내용, 납세자, 
세액 산출 방식 및 근거, 공제 및 환급을 규정함.

9. Decree 
91/2014/ND-CP

조세 관련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수정, 
보충에 관한 시행령

조세법 규정 관련 여러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충됨.

10. Decree 
83/2013/ND-CP

조세행정법의 
일부 조항의 수정, 
보충에 관한 법 및 
조세행정법의 시행을 
담은 시행령

해당 시행령은 2006년 조세행정법의 여러 조항들의 시행 및 
2012년 조세행정법의 수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주요 내용은 
조세의 관리, 등록비, 토지세, 수면세, 토지사용세, 그리고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세 당국이 징수하는 광산 자원 개발 수입 및 
기타 국가 수입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을 규정함.

11. Circular 
219/2013/TT-BTC

2008년 부가세법 시행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

해당 시행규칙은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비대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내용, 세액 산출 방식 및 근거, 공제, 환급 및 납부에 관하여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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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서 번호 법률 문서 명칭 개요

III. 건설 노무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1. Law 
45/2019/QH14

노동법 노동법은 노동인력, 고용주, 현장 노동자의 대표 단체, 고용주의 
대표 단체 등의 권리, 의무, 책임과 노동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타 관계 및 정부의 노동 관리 기준을 규정함.

2. (하노이 
인민위원회) 
Official Dispatch 
1408/UBND-KT

하노이의 건설 인력 
단가에 대한 공문

하노이의 각 지역에 따른 건설 인력 단가에 관한 공문.

3. (총리) Decision 
1266/QD-TTg

2050 Vision 기반 
2021-2030 건설자재 
개발 전략 승인 결정

2050 Vision을 기반으로 2021-2030년 베트남 건설자재 산업 
개발 전략에 관한 내용을 담음.

4.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Official Dispatch 
2987/UBND-KT

호치민시의 건설 인력 
단가에 대한 공문

호치민시의 각 지역에 따른 건설 인력 단가에 관한 공문.

5. Circular 
15/2019/TT-BXD

건설 인력 단가 계산 
안내 시행규칙

해당 시행규칙은 다음을 포함한 건설 투자와 운영 비용의 확정 
및 관리를 위한 건설 인력 단가(건설 인력 및 건설자문 인력을 
포함)의 계산 방식을 안내함: 총 투자액 초안, 총 투자액, 건설비용 
추정치, 건설 수주가, 건설프로젝트 비용, 건설계약이, 건설 가격 
지수, 건설자문 업무 비용 추정치.

IV. 건설 장비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1. Law 
67/2014/QH13

투자법 해당 법률은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 및 해외로의 경영 투자활동 
관련 사항을 규정함.

2. Law 
54/2014/QH13

세관법 해당 법률은 세관당국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규정과 수출, 수입, 
국경 통과가 허가된 물품 및 출국, 입국, 국경 통과가 허가된 
국내외 단체의 차량에 대한 정부의 관리 사항을 규정함.

3. Law 
38/2019/QH14

조세행정법 해당 법률은 정부예산에 속한 각종 조세와 기타 각종 징수 항목을 
규정함.

4. Law 107/2016/
QH13

수출입관세법 해당 법률은 수출입 면세, 감세, 환급, 납세 대상물, 납세자, 세액 
산출 근거, 세액 산출 시기, 세액 명세, 반덤핑세, 반보조금세, 수출 
및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위세를 규정함.

5. Law 
05/2007/QH12

상품 및 제품 품질법 해당 법률은 제품을 생산 및 거래하는 단체와 개인의 권리 및 
의무, 제품의 품질 관련 활동 및 품질 관리를 하는 단체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

법률 문서 번호 법률 문서 명칭 개요

6. Decree 
134/2016/ND-CP

2016 수출입관세법 
지침에 관한 시행령

해당 시행령은 수출세, 수입세, 수출세 및 수입세의 납부 기한, 
면세, 감세, 환급에 관해 규정함.

7. Decree 
12/2017/ND-CP

교통부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 구성을 
규정한 시행령

해당 시행령은 교통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성을 규정함.

8. Circular 
41/2018/TT-BGTVT

교통부의 관리 책임에 
속한 잠재적으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 목록에 대한 
시행규칙

해당 시행규칙은 교통부가 관리하는 상품 중 잠재적으로 위험을 
내포한 상품의 목록을 담음.

9. Circular 
11/2019/TT-BXD

건설 기계 및 장비의 
단가에 관한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

해당 시행규칙은 건설비용의 구성 및 관리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는 건설시공 기계 및 장비의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에 대한 
지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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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0. 건설업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세부 참고사항

3. Law on 
Bidding 2013

해외건설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입찰 규정

2. Law on 
PPP 2020

민관협력사업(PPP)
건설프로젝트 투자
방침 결정

법률 문서명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내용

1a. Law on 
Construction 
2020 

1b. Law on 
Construction 
2014

2020 건설법 
(2014 건설법의 
개정)

2014 건설법

4. (정부) 
Decree 
100/2018/
ND-CP

정부의 Decree 
59/2015/ND-CP의 
일부 조항 개정 
(해외건설사의 
건설업 종사 자격증 / 
허가서 관련)

- 해외건설사 또는 해외에 위치한 베트남건설사가 해외 기관, 단체에서 
발급한 건설 자격증을 보유하여 건설업 종사 자격증 변환 신청을 할 경우, 
해외에서 취득한 건설업 자격증에 대해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영사 
합법화 인증 및 베트남어 번역 공증을 득해야 함.

- 건설업 종사 자격증(건설허가서) 발급 조건:
·해외건설사가 (1) 투자자로부터 계약자로 선정되었으며 (2) 건설법 

규정에 따라 수주업무에 부합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경우
·해외건설사는 국내건설사와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하도급업체를 사용해야 함. 만약 국내 업체가 수주업무의 어떠한 
일부분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함. 국내건설사와의 
합작 법인 또는 국내 하도급업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내 업체가 
실행하는 업무의 내용, 분량(수량),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함.

- 해외건설사는 베트남에서 수주업무 수행 시 관련 베트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해외건설사가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할 시 건설허가서는 취소됨: (1) 
정부기관으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공문이 있었으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건설허가서에 속한 업무와 관련된 행정 위반 처벌이 2회 
이상 있은 경우.

- 해외건설사는 다음의 권리를 가짐: 건설허가서 발급 신청 업무에 관하여 
안내 지침 요청, 본 시행령에 규정된 위반 행위들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고소, 베트남 내 경영상 이해관계에 대한 합법적 권리 보호.

- 해외건설사는 다음의 의무를 가짐:
·건설허가서 발급 후 프로젝트 소재지/투자자의 본사 소재지/시공 작업이 

수행되는 소재지 내 운영 사무소 설립.
·계약 종료 이후 인감 등록,  인감 취소,  인감 재제출을 해야 함. 

해외건설사는 건설허가서상의 규정에 따라 오직 베트남 내 계약 실행을 
위한 업무에만 해당 인감을 사용할 수 있음.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세를 등록 및 납부.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베트남 인력 및 해외 인력을 채용 및 사용. 해외 인력은 

오직 경제관리 전문가, 기술관리 전문가, 그리고 베트남 인력이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고도 기술 보유자만 베트남 입국 후 등록이 가능함.

·베트남 내 계약과 관련된 자재, 기계, 장비의 수출 및 수입 수속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함.

·합작투자 법인을 함께 설립한 국내건설사와 체결한 계약 이행 또는 
건설허가서 발급 요청서 내에 기재한 국내 하도급업체 고용.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수주업무에 대한 보험을 구매.
·수주 계약 수행에 따라 수입하는 자재와 장비의 등록 및 품질 확인 검사.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사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건설시공 

장비 및 운송 수단의 등록 및 안전 확인 검사.

법률 문서명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내용

-  건설허가서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들면서 해외건설사들은 허가서를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됨.

- 건설사들은 시공 단계별로 재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착공 전에 
미리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개정됨.

-  해당 법률은 국내 기관, 단체, 개인 및 베트남 영토 내에서 건설 
투자활동을 영위하는 해외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적용됨.

- 베트남이 가입국인 국제조약에 본 법률 규정과 상반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함.

- 총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들의 투자 
방침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신규건설 투자: 공항, 비행장, 공항과 비행장의 이착륙로, 국제 공항의 

승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연 1 톤 이상의 화물을 취급하는 비행장
·신규건설 투자: 특별 항구 지역에 속한 항구 및 항만 지역, 공공 투자 

법률 규정에 따른 A 그룹 프로젝트에 상당하는 투자 총액을 확보한 I 급 
항구 지역에 속한 부두 및 항만 지역

- 국제 입찰이라 함은 국내외 입찰자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을 
지칭함.

- 해외건설사는 국내건설사와 합작 투자 법인이거나 국내 하도급업체를 
사용할 경우 입찰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됨. 단, 국내건설사가 입찰 
패키지의 일부분이라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 입찰 서류, 입찰 초청장은 반드시 입찰에 사용되는 화폐를 기재해야 하며, 
화폐 종류는 세가지를 초과할 수 없음. 하나의 특정 업무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화폐로만 입찰 참가를 해야 함.

- 입찰 서류, 입찰 초청장에 두가지 이상의 화폐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서류 평가 시 제출 서류는 반드시 하나의 화폐로 
환산되어야 함. 여러 화폐 중 베트남 동이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베트남 
동으로 화폐가 통일되어야 함.

- 입찰 패키지의 수행과 관련된 해외 비용에 대해서는 해외 화폐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자문 서비스, 비 자문 서비스, 건설시공을 위한 국제 입찰 참가 시 다음에 
해당하는 해외 입찰자는 우대를 받음:
·국내건설사와 합작 투자 법인으로 참가하면서 국내건설사가 입찰 

패키지의 총 가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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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공 품질 관리 관련 표준 및 기준, 노동 안전과 환경보호를 포함하여 
베트남 내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건설허가서에 기재된 보고 규정을 준수할 것.
·건설시공이 완료되면 해외건설사는 다음의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함: 

준공서류 작성, 보증 책임, 수입자재 및 장비 결산, 수출입법 규정에 따라 
계약상 재고 자재 및 장비 처리, 임시 수입-재수출 제도에 따라 등록한 
자재 및 장비의 재수출, 계약 종료, 운영 사무소의 계약 종료 및 폐소 
내용을 관련 정부기관에 통보.

법률 문서명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내용

5. (정부) 
Decree 
59/2015/ND-
CP

2014 건설법에 따른 
건설프로젝트 관리 
(CPM,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지침

- 해외건설사는 오직 베트남 담당기관으로부터 건설허가를 득한 후에만 
건설활동을 할 수 있음. 해외건설사의 민사적 법률 능력 및 민사적 행위 
능력은 해당 건설사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됨.

- 해외건설사가 해외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설업 종사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베트남에서의 건설활동 기간이 6 개월 미만일 경우 건설업 
활동을 공인받을 수 있음. 만약 건설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건설부의 건설업 종사 자격증으로 반드시 변환해야 함.

6. (건설부) 
Decision 
65/QD-BXD 
(2021)

여러 
건설프로젝트들의 
건설 단가 - 
(1) 시공 단가, (2) 장비 
단가로 구분

- 본 결정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여러 종류의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 수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7. (건설부) 
Decision 
235/QD-BXD 
(2017)

여러 건설활동들의 
비용 수준 (추정치)

- 본 결정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은 여러 건설활동들과 관련된 (1) 건설자재, 
(2) 건설 노동인력, (3) 건설 기계 및 장비의 비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8. (정부) 
Decree 
92/2021/ND-
CP

코로나19 타격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Resolution 406/NQ-
UBTVQH15에 대한 
지침

-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에 타격을 입은 기업은 감세, 면세, 납부 
지연 벌금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161 출처:  건설부, 법률 도서관,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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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노무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세부 참고사항

표 91. 건설 노무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세부 참고사항

법률 문서명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내용

1. (국회) Labor 
Code 2019

2019 노동법 - 노동법은 노동인력, 고용주, 현장 노동자의 대표 단체, 고용주의 대표 
단체 등의 권리, 의무, 책임과 노동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타 
관계 및 정부의 노동 관리 기준을 규정함.

2. (총리) 
Decision 
1266/QD-TTg

2021-2030년 
동안 베트남의 
건설 인력 자원 
개발 전략

- 베트남은 다음을 포함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러 부문의 인력의 기술 
숙련도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 (1) 엔지니어, (2) 기술자, (3) 일반 
노동자.

- 개발이 집중되는 기술 부문은 다음과 같음: (1) 신 기술 파악 및 활용, 
(2) 현대적 생산 라인의 운영, (3) 주도적인 신규 상품 설계 및 개발, (4) 
국제적 수준의 통합.

3. (정부) 
Decision 
100/2018/ND-CP

인력 채용 관련 
해외건설사의 
의무

- 해외건설사는 국내 인력의 채용, 국내 인력 및 해외 인력의 사용에 대해 
베트남 법률 규정을 따르며, 해외 인력은 경제관리 전문가, 기술관리 
전문가, 베트남 인력이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고도 기술 보유자만 
베트남 입국 후 등록이 가능함.

4. (건설부) 
Circular 
15/2019/TT-BXD

지역과 수행 
업무에 따른 건설 
인력의 단가

- 본 시행규칙을 통해 해외건설사들은 (1) 기술 수준, (2) 지역에 따라 건설 
인력의 단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5. (하노이 
인민위원회) 
Official Dispatch 
1408/UBND-KT

하노이 각 지역과 
수행 업무에 따른 
건설 인력의 단가

- 본 공문을 통해 해외건설사들은 (1) 기술 수준, (2) 지역에 따라 하노이 
건설 인력의 단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6.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Official Dispatch 
2987/UBND-KT

호치민시 각 
지역과 수행 
업무에 따른 건설 
인력의 단가

- 본 공문을 통해 해외건설사들은 (1) 기술 수준, (2) 지역에 따라 호치민시 
건설 인력의 단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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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출처:  기획투자부,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2. 베트남 근로자의 권리 개요162

i.  근무 시간

● 2019 노동법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음:

- 일반 근무 시간은 1일 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1주 내 48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주에 따른 근무 시간을 규정할 경우, 일반 근무 시간은 1일 내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1주 내 48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추가 시간 근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추가 시간 근무는 1일 내 일반 근무 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 단위에 따른 일반 근무 

시간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일반 근무 시간 및 추가 근무 시간을 종합한 시간이 1일 내 12시간을 초과

하지 않으며 1개월 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1년간 추가 근무 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일부 특수 경우헤 해당할 시300시

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는 다음과 같음:

- 평일은 일반 근무 급여의 최소 150% 이상

- 주말은 일반 근무 급여의 최소 200% 이상

- 공휴일 및 유급 휴일은 일반 근무 급여의 최소 300% 이상

ii. 노동 보험 제도 개요

● 베트남에서는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인력에 대해 고용주가 SIHIUI(사회보험,  

의료 보험,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표 92.베트남 노동 보험 제도 개요 (2020)

보험 종류 노동자 납부 고용주주 납부 총계

사회보험 (SI) 8.0% 17.5% 25.5%

의료보험 (HI) 1.5% 3.0% 4.5%

실업보험 (UI) 1.0% 1.0% 2.0%

총                계 10.5% 21.5% 32.0%

D. 건설 기계 및 장비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세부 참고사항163

표 93. 건설 기계 및 장비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세부 참고사항

법률 문서명 개요 해외건설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내용

1. (건설부) Circular 
11/2019/TT-BXD

부록 1. 건설 기계 및 
장비 단가 확정에 대한 
지침

부록 2. 건설 기계 
및 장비 목록, 연 
사용 가능 시간, 참고 
소매가격

-  해외건설사는 베트남 내 건설시공비용을 마련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의 부록 1과 부록 2 참고 필요.

2. (정부) Decision 
100/2018/ND-CP

기계 및 장비의 
수입과 수출에 대한 
해외건설사의 권리와 
의무

-  해외건설사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건설자재, 기계 및 장비의 수입과 수출을 
진행해야 함.

-  또한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사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건설시공 장비 및 운송 수단의 등록 및 안전 확인 
검사를 해야 함.

3. (국회) Law on 
Import and Export 
Taxes 2016 & (정부) 
134/2016/ND-CP

수입 물품 면세 -  투자 우대 대상으로 분류된 산업을 위한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으로 수입되는 기계는 수입세가 면제됨.

4. (재정부) Circular 
164/2013/TT-BTC

수입세 우대 적용 사항 -  건설 기계 수입에 대한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를 우대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베트남이 회원국인 FTA에도 세금 우대 사항이 있음.

163 출처:  건설부, 법률 도서관,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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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부동산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세부 참고사항164

표 94. 부동산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세부 참고사항

법률 문서명 주요 참고 내용

1. (국회) Law on Land 
2013 (2013 토지법)

- Decree 43/2014/ND-CP의 19조는 토지사용권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해 놓았음:
· 산업단지, 생산 단지 등의 투자자로부터 토지를 임대 또는 재임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사용자로부터 토지를 임대 또는 재임대한 경우.
· 토지사용권 발급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국가로부터 토지 회수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 교통로, 상수도, 송전망 등 공공 인프라의 건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 토지 사용 기한:
· 가구/개인이 농업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 50년 초과 불가.
·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가구/개인이 농업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 50년 초과 불가.
·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단체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50년 초과 불가. (대규모 

투자자본을 보유한 프로젝트 중 자본 회수가 느린 경우: 70년 초과 불가)
· 외교 기능을 보유한 해외조직의 HQ를 건설하여 사용하기 위한 임대 기한: 99년 초과 

불가.
- 국가는 국방, 안전, 사회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회수할 수 있음.
- 국가는 토지사용자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토지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토지를 

회수할 수 있음:
· 국가가 정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토지를 사용.
· 고의로 토지를 훼손.
· 올바르지 않은 대상에게 또는 보유 권한을 넘어서 토지를 인계 또는 임대.
·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 토지가 무책임하게 침해/침범당하도록 둠.

- 토지 사용료의 면제는 해당 법의 110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함:
· 투자 우대 산업을 위한 제조 또는 경영을 목적으로 한 토지. 
· 투자 우대 지역에 속한 토지.
· 상업 주택 건설프로젝트는 토지 사용료 면제에서 제외됨.

2. (국회) Law on 
Housing 2014 (2014년 
주택법)

164 출처:  건설부, 국회, 법률 도서관,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법률 문서명 주요 참고 내용

3. (국회) Law on Urban 
Planning 2009 (2009년 
도시 계획법)

- 본 법률은 도시 계획의 설립, 심사, 승인 및 조정을 포함한 도시 계획 활동 및 기존에 
승인된 도시 계획의 실행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정부) Decree 
91/2019/ND-CP

- 본 시행령은 주 투자자들이 토지/부동산 관련 행정 위반 행위 시 처벌 심사, 처벌 형식 
및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5. (건설부) Circular 
21/2019/TT-BXD

- 아파트 건물에 대한 국가 기술 표준:
· 최소 1개의 거주할 수 있는 방 및 1개의 화장실을 보유해야 하며, 사용 가능 면적은 

최소 25 m2여야 함.
· 상업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45 m2 보다 작은 면적의 아파트 호수는 전체 아파트 

호수의 25%를 넘지 않아야 함.

6. (정부) Decree 
96/2019/ND-CP

- 2020-2024년에 대한 토지 가격 프레임워크:
· 새로 조정된 토지 가격 수준은 동종 토지에 대한 기존 가격의 최대 수준 대비 20% 

이상 높게 조정되지 않아야 함.
·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최대 토지 가격은 VND 162백만/m2 (약 USD 6,976/m2)임.

7. (건설부) Circular 
22/2019/TT-BXD

- 해외조직 및 개인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음:
· 아파트 한 동 내의 전체 호실 수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수량 소유 가능. 또는 

동급의 행정 단위에 상응하는 인구를 보유한 지역 내에서 250채의 주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 가능.

· 해외 개인의 주택 소유 기한은 주택 소유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추가 연장 가능.

· 해외조직의 경우, 매매, 임대 계약, 양도 증여, 상속 계약 내 합의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소유 기한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해외조직에게 발급된 
투자증명서 내에 기록된 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상업 주택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주택 구매자/임대인에게 주택을 인계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또는 구매자/임대인이 모든 대금 결제를 이행한 시점으로부터 50일 
이내에 투자자는 반드시 주택 구매자/임대인을 위한 주택 소유 증명서 발급 요청 
수속을 진행해야 함 (구매자/임대인이 스스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외)

- 주택 소유 권한 이전:
· 주택소유권은 구매자가 모든 대금 결제를 이행하고 주택을 인계받은 날을 기점으로 

이전되며,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 간 다른 합의사항이 존재할 경우는 제외함.
· 주택 건설프로젝트의 투자자와 구매자 간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주택소유권은 

구매자가 모든 대금 결제를 이행한 날 또는 주택을 인계받은 날을 기점으로 이전됨. 
· 부동산 회사가 판매하는 상업 주택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주택소유권은 부동산 

경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전됨.

- 본 시행규칙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건설 계획:

· 도시, 농촌, 기능 구역의 공간 구성을 가리킴. 기술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의 조성, 
국민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국가 이해관계와 공공의 이익 간 조화를 
보장하며 사회 경제, 국방과 안전, 환경보호, 기후 변화 적응 개발 목표를 만족해야 함)

· 건설 계획은 그래프, 설계도, 모형, 설명 등의 계획 도안을 통하여 표시.
- 도시 계획:

· 도시 거주민들의 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 및 구조, 도심 경관,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 주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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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서명 주요 참고 내용 법률 문서명 주요 참고 내용

· 도시 계획은 도시 계획 도안을 통하여 표시.
- 기능 구역:

· 경제 단지, 산업단지, 수출입 단지, 하이테크 단지, 관광 구역, 연구 및 교육 단지, 체육 
스포츠 단지를 가리킴.

- 도심 지역:
· 거주민들이 주로 비농업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또는 전문 업종의 중심지이며 국가 및 도시의 중심과 외곽의 사회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도심 건설 토지:
· 각 도심 기능(도시 기술 인프라 등)을 건설하기 위한 민간 및 비 민간 토지를 포함한 토지.

- 민간 토지:
· 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시설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로서, 주택 단위 토지 

또는 도시에 위치한 주택 토지, 도심 서비스 및 공공 시설을 위한 도심 토지, 녹색 
친환경 토지 및 도시 기술 인프라 토지.

- 도심 개발 구역:
· 도시 개발 투자를 위해 확정된 구역. 도시 개발 구역은 신규 도시 개발 구역, 도시 확장 

구역, 개조 구역, 보존 지역, 도시 재건 지역, 전문적인 특별 기능 구역을 포함함.
- 주택 단위 토지:

· 거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도심 기능 구역으로, 주택, 공공서비스 시설, 
공공 녹색 조경, 도로(주요도로에서 분리 도로까지 포함), 주택 단위 토지용 주차 
구역을 포함함.

- 주택 구역:
· 공공 공간을 공동으로 공유하는 주택단지 (단지용 정원, 놀이터, 주차장, 리 도로를 

제외한 내부 도로 등).
- 토지 구획:

· 교통 도로, 기타 자연 또는 인조 경계선에 의해 경계가 진 하나 또는 다수의 인접 
대지를 포함한 구획.

- 단독 주택:
· 단체/가구/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토지구역에 지어진 집으로 

별장, 연립 주택, 독립 주택을 포함. 
- 아파트:

· 2개 이상의 층을 갖고 있으며, 복수의 아파트 호수, 통로 및 계단, 개별 소유 구역, 
공동 구역을 보유하며, 모든 가구, 개인,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프라 시스템을 
갖춘 건물.

- 다목적 토지:
· 주택, 다목적 구조물 또는 계획 도안 내 확정된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물의 건설을 위한 토지. 

- 녹색 도시:
· 공공 사용 녹색 토지, 사용 제한이 있는 녹색 토지, 녹색 전용 토지 포함.
· 도심 구역에 위치한 공공 사용 녹색 토지는 시민 접근을 보장하는 공원, 정원, 

놀이터를 포함함.
· 사용 제한이 있는 녹색 토지는 단체 및 개인이 관리하는 특정 구조물 또는 공원 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토지를 포함함.
· 녹색 전용 토지는 수목원, 연구용, 격리용 나무를 위한 토지를 포함함.
· 주택 단위 토지를 위한 녹색 구역:
· 거주 단위 내 모든 주민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공원, 정원, 놀이터를 포함함.

- 지방(농촌) 거주 지역:
· 자연 환경적 조건, 사회 경제 요소, 문화 및 기타 요소에 의하여 형성된 일정한 구역 

범위 내에서 가구들이 생산, 일과, 기타 사회 활동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집중 주거 
구역.

- 기술 인프라 시스템:
· 교통망, 에너지 공급망(전력, 석유, 가스 등), 공공 조명 시스템, 통신 연락망(통신 기술 

인프라), 급수 연결 시설망, 배수 및 폐수 처리 연결망, 고체 폐기물 관리 시설망, 공공 
위생 관리 시설망, 장례, 공동 묘지 및 화장 시설망, 기타 기술 인프라 시스템

- 사회 인프라 시스템:
· 공공서비스 시스템(의료, 교육, 문화, 스포츠, 상업, 등), 공원, 정원, 놀이터, 기타 사회 

인프라 시스템
- 건폐율:

· 순 건폐율: 대지 면적상 주요 건축 구조물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 (소규모 
경관 장치, 수영장, 주차장, 운동장, 기술 인프라 등의 외부 구조물은 제외).

- 총 합산 건폐율: 대지 면적상 주요 건축 구조물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 (마당, 
길, 나무, 개방된 공간, 구조물이 없는 구역 포함 가능)

- 용적률:
· 지하 (기술 시스템, 화재 예방 및 보호, 피난 대피, 주차를 위한 공간의 바닥 면적 

제외)를 포함한 총 바닥 면적과 총 대지 면적의 비율.
- 지하 건설 공간:

· 공공 지하 구조물, 지하 교통 시설, 지하 기술 시설 및 지상 시설과 연결된 지하 구역, 
지하 배선, 케이블, 파이프, 공공서비스(utility) 터널 및 도랑

- 공공서비스(utility) 터널:
· 설비 및 파이프 설치, 수리, 보수 작업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선형으로 된 

지하 기술 인프라.
- 공공서비스(utility) 도랑:

· 배선, 케이블, 파이프 설치를 위한 선형의 작은 지하 기술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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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법률 문서명 주요 참고 내용

8. (SBV: 베트남 
중앙은행) Circular 
22/2019/TT-NHNN

- 베트남 내 국내 및 해외 은행의 운영 관련 주요 비율:
· 중기 및 장기 대출을 위해 사용 가능한 단기 자본의 최대 비율을 2020년 40%에서 

2022년 30%로 줄임. 이러한 신용 정책 변화는 부동산 투자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부동산 사업의 위험 비율을 200%로 유지. 부동산은 하이 리스크 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은행 자본에 크게 의지하는 
투자자들의 재무적 역량의 부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

9. (자원 환경부)
Official Dispatch 
703/BTNMT-
TCQLDD

- 콘도텔, 리조트 내 빌라, 오피스텔 등 비 주택 건설과 관련된 행정 정책에 대한 안내 
지침

건설프로젝트의 분류 및 프로세스부록 2.

A. 건설프로젝트의 분류

표 95. 건설부에 따른 건설프로젝트 유형 분류

No. 건설프로젝트 유형 총 투자액

I 국가 중요 프로젝트  

총 투자액에 따른 분류:
- 공적 투자자본이 재원으로 사용된 프로젝트.

VND 10조 이상

환경에의 영향 정도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에 따른 분류:
- 원자력 발전소.
- 토지 사용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다음의 토지 종류를 사용할 경우: 국립 

공원, 천연 자연 보존구역, 자연 경관 보호 구역, 50헥타르 이상의 과학 
연구 및 실험 산림 구역, 50 헥타르 이상의 강 발원지 보호 산림 구역, 
방풍, 방진(먼지, 모래 날림), 해수 방호 산림 구역, 500 헥타르 이상의 
환경보호 구역, 1,000 헥타르 이상의 산림 생산 구역.

- 이모작 이상 하는 500 헥타르 이상의 논밭으로 토지 사용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산간지방 20,000명 이상의 이주 또는 기타 지역에서 50,000명 이상의 
이주가 필요한 경우.

- 프로젝트가 국회 결정이 필요한 특별 정책의 적용을 요구할 경우.

금액 상관없음

II A 그룹

II.1

- 프로젝트 토지에 특별 국가 유산 존재.
- 프로젝트 토지가 법률 규정에 따라 국방,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에 

특별히 중요한 경우.
- 프로젝트가 국가기밀 관련 국방 및 안전 영역에 속한 경우.
- 독극물 및 폭발물 생산 프로젝트인 경우.
- 산업단지, 수출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인 경우.

금액 상관없음

II.2

- 가교, 항구, 하항, 공항, 철도, 고속도로를 포함한 교통 프로젝트.
- 전력 관련 산업 프로젝트.
- 석유 추출 및 개발프로젝트.
- 화학물질, 비료, 시멘트 프로젝트.
- 기계 제조, 야금 프로젝트.
- 광산 개발, 가공 프로젝트.
- 주택단지 건설프로젝트.

VND 2조 3천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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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프로젝트의 구성, 심사, 승인 및 프로젝트 관리 방식

I. 건설 투자프로젝트의 구성, 심사, 승인

No. 건설프로젝트 유형 총 투자액

II.3

- 항목 II.2.에 포함된 교통 프로젝트를 제외한 교통 프로젝트.
- 관개 관련 프로젝트.
- 급수, 배수 및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
- 전기 기계 공학 프로젝트.
- 통신, 전자 설비 생산 프로젝트.
- 약화학 프로젝트.
- 항목 II.2.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제외한 자재 생산 프로젝트.
- 항목 II.2.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제외한 기계 건설프로젝트.
- 우편, 통신 프로젝트.

VND 1조 5천억 이상

II.4

- 농업, 임업, 수산 양식업 프로젝트.
- 국립공원, 천연 자연 보존구역 프로젝트.
- 신규 도심 구역 인프라 프로젝트.
- 각 II.1, II.2, II.3에 포함된 공업 영역에 속한 프로젝트를 제외한 공업 

프로젝트.

VND 1조 이상

II.5

- 의료, 문화, 교육 관련 프로젝트.
- 과학 연구, 컴퓨터 공학, 방송 관련 프로젝트.
- 창고 관련 프로젝트.
- 관광, 스포츠 관련 프로젝트.
- II.2 항목에 포함된 주택단지 건설을 제외한 토목 공사 프로젝트.

VND 8천억 이상

III B 그룹

III.1 - II.2항목에 규정된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VND 120억부터  
2조 3,000억까지

III.2 - II.3항목에 규정된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VND 800억부터             
1조 5,000억까지

III.3 - II.4항목에 규정된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VND 600억부터 

1조까지

III.4 - II.5항목에 규정된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VND 450억 동부터             

8,000억까지

IV C 그룹

IV.1 - II.2 항목에 규정된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VND 1,200억 미만

IV.2 - II.3항목에 규정된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VND 800억 미만

IV.3 - II.4항목에 규정된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VND 600억 미만

IV.4 - II.5항목에 규정된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VND 450억 미만

165 출처:  베트남정부, 법률 도서관,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B. 건설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165

표 96. 건설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항목 개요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국가 중요 프로젝트 또는 A그룹 프로젝트를 맡은 투자자, 기관, 또는 조직은 건설 결정 판단을 
받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준비한다. A그룹 프로젝트(국가 중요 프로젝트 제외)의 
계획이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은 2014년 건설법 제53조 규정을 따라 시행하도록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내 기초 설계도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건설 위치 관련 설계 초안, 프로젝트 규모, 본공사가 행해지는 위치, 종류 및 분류 등급.
· 프로젝트 시공 현장 총 평면에 대한 설계도 초안, 본공사에 대한 평면, 입면, 단면 설계도. 
· 본공사의 기초 설계도 초안 및 해설.
· 기술 및 설비 이전에 관한 초안 (있을 경우).

2.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심사 및 
건설 결정

- 공공 투자자본 사용 프로젝트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및 건설 투자 결정은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정부예산 외 자본(대출, 채권, 펀드 등)을 사용하는 A그룹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이전에 추가 보충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보고서를 
담당 부처, 건설부 또는 지방 정부기관에 제출하거나 총리에게 추가 보충 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조직은 건설 투자 결정 승인에 
관한 담당 부처들의 의견을 요청한 후에 취합하여 투자결정자가 심의 및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건설 투자 결정에 대한 승인 기한은 신청서류 일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다.

3. 타당성조사 
보고서

- 투자자는 투자결정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및 투자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건설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한다. (2014년 건설법 제 
52조 4항 및 Decree 59/2015/ND-CP 제 5조 2항의 규정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

- PPP 프로젝트의 경우, 기관 또는 조직이 작성하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PPP 투자법의 
규정에 따른다.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Decree 59/2015/ND-CP 및 PPP 투자에 대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공공 투자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공공 투자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의 투자 결정이 있은 후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준비한다.

- 산업 부문별 계획 또는 건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이전에 투자자는 반드시 부문 담당 관리 부처, 건설부, 또는 지방 기관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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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요 항목 개요

4. 기본 설계도 심사 
및 프로젝트 심사 
관할권

 

보고하여 계획 추가 보충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요청하거나 총리에게 제출하여 계획 추가 
보충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 부문별 계획 또는 건설 계획의 추가 보충에 대한 판단 및 
승인 기간은 45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민간용 또는 산업용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구획 계획 또는 건설 상세 계획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근거로 
2014년 건설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건설 계획 허가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 중요 프로젝트 또는 A 그룹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상, 토지 수용, 이주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성조사 보고서 승인 심사 시에 투자결정자는 손실 보상, 토지 수용, 이주에 
대한 사항을 묶어서 또는 나누어서 건설프로젝트 관할 지방 정부가 독립된 프로젝트로서 
수행하도록 인계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 심사, 승인은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젝트처럼 실행된다.

- 국가 중요 프로젝트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총리는 국가 심사 위원회 편성을 결정한다.

-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 건설부 산하 건설 담당기관과 Decree 59/2015/ND-CP 제76조에 따라 규정된 

전문건설을 관리하는 부처의 산하 담당기관(이하 ‘전문건설부처 산하 기관’)은 2014년 
건설법 제 58조에 따라 A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책임을 진다. 관계 부처들,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정치 단체 중앙 기관, 사회-정치 조직들은 B그룹과 이하 등급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 책임을 진다. 총리 지시하에 전문건설을 담당하는 부처에게 
배정된 프로젝트의 경우, 부처 직속 건설 담당기관이 심사업무를 실행한다. 

· 건설부와 전문건설담당 부처들은 Decree 59/2015/ND-CP 제76조 a항, c항에 규정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각 담당 성의 구역 내 건설되는 B급 이하 규모의 프로젝트들에 
대하여2014년 건설법 제 58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심사를 주재하도록 한다.

· ‘성’급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현’급 인민위원회 산하 건설관리 업무과에서는 각 ‘현’급 
또는 읍면급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투자 결정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경제-기술보고서의 
심사를 수행한다. 

- 정부예산 외 자본(대출, 채권, 펀드 등)을 사용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 건설부 산하 건설 담당기관과 전문건설부처 산하 기관은 2014년 건설법 제58조 2항(기술 

설계 부분은 제외)에 따라 A 그룹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 심사를 한다. 관계 부처들,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정치 단체 중앙 기관, 사회-정치 조직들, 경제그룹들, 국영기업들은 
B그룹과 이하 등급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 책임을 진다. 총리 지시하에 전문건설을 
담당하는 부처에게 배정된 프로젝트의 경우, 부처 직속 건설 담당기관이 기초 설계 
심사업무를 실행한다. 

· 건설부 산하 건설 담당기관과 전문건설담당 부처는 제76조 a,  c  항에 규정된 
프로젝트들을 제외하고, 담당 행정구역(성) 내 건설 투자를 승인받은 B급 이하 규모의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2014년 건설법 제 58조 2항 규정에 따라 기본 설계 심사를 
주재한다.

· ‘현’급 또는 읍면급 인민위원회가 투자 결정 승인을 하여 건설 경제-기술보고서 작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 설계도 및 비용 추정치 심사는 각 ‘성’급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현’급 인민위원회 산하 건설관리 업무 부처가 주재하도록 한다.
· 투자결정자 직속 전문 기관은 2014년 건설법 제 58조 규정에 따라 기술 설계(있을 

경우) 및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심사하며,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승인 
요청을 진행한다. 또한 총 투자액 VND 50억 이하 프로젝트에 대한 수리, 개조, 보수 및 
업그레이드의 심사를 진행한다.

- PPP 프로젝트의 경우, 상기 기술된 건설 담당기관은 2014년 건설법 제 58조 2항에 규정에 
따라 기본 설계 심사를 진행(기술 설계 제외)하고,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 단가와 
할당량에 대한 의견, 설계 방식에 대한 평가 등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산하 PPP활동 책임 부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기술 설계(있을 경우)에 담긴 
다른 내용들을 평가하고, 건설 담당기관이 기본 설계에 대해 평가한 결과와 종합하여 
프로젝트 승인을 요청한다.

- 기타 자본을 사용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 건설부 산하 건설 담당기관과 전문건설부처 산하 기관은 2014 건설법 제 58조 2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기술 설계 부분은 제외) A그룹 건설프로젝트의 기본 설계 심사를 
진행한다. 관계 부처들,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정치 단체 중앙 기관, 사회-정치 조직들, 
경제그룹들, 국영기업들은 B그룹과 이하 등급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 책임을 진다.

· 건설부 산하 건설 담당기관과 전문건설부처 산하 기관은 2014 건설법 제 58조 
2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기술 설계 제외) 각 행정구역(성) 내 건설되는 II급 이하 
건설프로젝트(경관, 환경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의 기본 설계 심사를 
진행한다.

· 상기 기재된 건설 담당기관이 진행하는 기본 설계 심사를 제외하고 투자결정자는 2014년 
건설법 제 58조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내용 전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심사 및 기본 설계 심사를 주재하는 기관은 프로젝트의 내용과 관련한 기관과 
조직의 의견을 수렴할 책임이 있다. 해당 기관과 조직들은 기한에 맞춰 기본 설계, 화재 및 
폭발 예방, 환경보호, 토지 및 자원 사용, 인프라 연결 및 기타 필수 내용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 심사과정에서 심사 주재 기관은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 기술 설계 및 기타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책임이 있으며,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심사 주재 기관은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 심사를 할 때 기본 설계, 기술 설계 및 프로젝트의 

기타 내용 심사를 위한 전문적이고 경험있는 조직 및 개인을 참가시킬 수 있다.
· 심사 주재 기관이 심사업무를 실행할 충분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설 담당기관 

또는 투자결정자는 투자자에게 심사에 부합하는 충분한 조건과 능력을 갖춘 조직과 
개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선택에 앞서 이에 부합하는 조직과 개인은 
투자자가 심사업무 진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건설처의 국가 정보통신망에 
건설활동 능력 정보 공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심사자문을 실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건설부와 건설처의 국가 정보통신망에 건설활동 능력 정보 공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건설부와 건설처 산하 건설 담당기관의 문서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하는 조직은 해당 프로젝트의 심사실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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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 투자자는 Decree 59/2015/ND-CP 제2항에 따라 프로젝트 서류를 투자결정자와 건설 

담당기관에 송부하여 프로젝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프로젝트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Decree 59/2015/ND-CP의 부록 II의 1번 양식에 따른 
프로젝트 심사 요청서, 프로젝트 설명 및 기본 설계를 포함한 프로젝트 서류 일체, 기타 
관련 법리 문서.

· 프로젝트 서류를 수신한 날로부터 5업무일 이내, 건설 담당기관은 프로젝트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Decree 59/2015/ND-CP 제 1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조직들에게 서류 일체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 도시 구역 내 건설되는 A 그룹 
프로젝트를 심사할 시 심사 주재 기관은 반드시 건설부로부터 기본 설계와 관련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

- 정부예산 외 자본(대출, 채권, 펀드 등) 또는 기타 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 PPP 활동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투자자 또는 조직은 프로젝트 기본 설계서류 심사를 

위해 Decree 59/2015/ND-CP 제 10조 3, 4항에 따라 투자결정자와 건설 담당기관에 
서류를 전달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서류를 수신한 날로부터 5업무일 이내에 건설 담당기관은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와 관련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Decree 59/2015/ND-CP 제 1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조직에게 서류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

- 프로젝트 또는 기본 설계에 대한 관련 기관/조직의 회신 기한: 국가 중요 프로젝트는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A그룹 프로젝트는 2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B그룹은 15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C그룹은1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만약 기한이 초과되었으나 관련 기관/조직의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기본 설계를 승인했으며 담당 영역에 관련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프로젝트 심사 기간은 2014년 건설법 제 59조 규정에 따른다. 기본 설계 심사 기한: 국가 
중요 프로젝트의 경우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A그룹 프로젝트는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B그룹 프로젝트는 2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C그룹 프로젝트는 15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건설 담당기관이 투자자에게 직접 Decree 59/2015/ND-CP 제 10조 7항 b호 규정에 
따라 심사자문 조직을 직접 선정하도록 요구할 경우, 투자자가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한 
때로부터 5 업무일 기한 이내에 건설 담당기관은 투자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 투자자가 심사자문 조직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실행 
기한: 국가 중요 프로젝트의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A그룹 프로젝트는 20일, B그룹 
프로젝트는 15일, C그룹 프로젝트는 1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투자자는 건설 담당기관과 
투자결정자가 프로젝트 기본 설계에 대한 심사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심사자문 결과를 
송부할 책임이 있다.

- 심사 주재 기관은 2014년 건설법 규정 및 Decree 59/2015/ND-CP에 따라 하나의 통일된 
연락 체계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프로젝트와 기본 설계 심사결과 양식은 
Decree 59/2015/ND-CP 부록 II에 규정된 2번과 3번 양식에 따라야 한다.

항목 개요 항목 개요

5. 프로젝트 및 기본 
설계도 심사 절차

 

6. 프로젝트 및 건설 
투자승인

- 건설 투자 결정을 승인할 때 프로젝트가 승인이 된다. 건설 투자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은 2014년 건설법 제 60조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

- 건설 투자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프로젝트 명칭.
· 투자자.
· 프로젝트 계획, 감정(필요 시), 기본 설계 작성에 대한 자문 조직.
· 투자 목적 및 규모, 프로젝트 진행 현황.
· 본 공사, 시공 작업, 프로젝트 시공 단계별 분류 등급.
· 건설 위치 및 사용 토지면적.
· 기본 설계, 기술 설계(있을 경우), 기술 표준 및 기타 선택된 기준.
· 천연자원 관련 충족해야 하는 사항(있을 경우), 시공 작업 운영사항, 보상 방안, 토지 수용 

방안, 환경보호 방안(필요 시), 화재 및 폭발 예방 사항.
· 총 투자액 및 필요 자본 추정액.
·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 대한 서류.

- 건설부가 프로젝트 및 기본 설계의 심사, 건설 투자의 승인 결정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

 7. 경제-기술보고서 - Decree 59/2015/ND-CP 제5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프로젝트만 경제-기술보고서 
제출이 요구됨.

- 건설프로젝트의 경제-기술보고서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함:
· Decree 59/2015/ND-CP 부록 II의  4번 양식에 따른 건설 경제-기술보고서의 심사 

요청서.
· 2014년 건설법 제 55조 규정에 따른 건설 경제-기술보고서의 내용.

- 건설 경제-기술보고서의 심사 및 승인:
· 건설 경제-기술보고서, 시공 설계도면 및 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 담당기관은 Decree 

59/2015/ND-CP 제 10조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 건설 경제-기술보고서의 심사결과 
양식은Decree 59/2015/ND-CP 부록 II의 5번 양식에 따른다. 

· 투자결정자 산하 전문기관은 투자결정자가 투자 결정 승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결정자에게 심사결과 및 프로젝트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8. 건설프로젝트 및 
기본 설계 수정

- 2014년 건설법 제 61조 1항 b, d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예산 사용 프로젝트의 수정 또는 
대출, 채권, 펀드 등을 사용한 프로젝트의 수정에 대한 상세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투자자는 프로젝트 수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 및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영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 프로젝트와 자본 
회수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재무적 효과와 사회-경제적 효과, 자본 회수가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시공 단계별 영향과 사회-경제적 효과.

·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는 건설 계획 수정안이 건설시공 위치, 경로, 규모,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때 수정이 가능하다.

· 건설비용 상승에 의한 프로젝트 수정은 건설비용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 수정된 건설프로젝트 또는 수정된 기본 설계에 대한 심사는 Decree 59/2015/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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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결정자는 2014년 건설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관리(CPM,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조직 형식에 대한 결정을 한다. 모든 건설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지는 CPM 위원회(Board)가 있어야 한다.

- 정부예산 사용 프로젝트와 정부예산 외 자본(대출, 채권, 펀드 등) 사용 프로젝트의 경우, 
CPM 조직 형식은 2014년 건설법 제 63조 및 Decree 59/2015/ND-CP의 제 17조 규정에 
따라 업종에 따른 CPMB(CPM 위원회) 또는 지역에 따른 CPMB(CPM 위원회)를 고용한다. 
업종에 따른 CPM 위원회(이하 ‘업종 CPMB’)는 교통, 공공서비스(utility), 주거 등 특정 
건설 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CPMB를 가리키며, 지역에 따른 CPM 위원회(이하 ‘지역 
CPMB’)는 북부, 남부 등 특정 지역에 위치한 CPMB를 가리킨다. 

- 투자결정자가 투자자본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역할을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지시하면 
투자결정자는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와 계약을 체결할 책임을 인계한다.

- ODA 자본 사용 프로젝트 또는 해외 양허성 차관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거나 공여자와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ODA 국제조약 또는 
공여자와의 계약 내용이 CPM담당 조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CPM 조직의 
형식은 Decree 59/2015/ND-CP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자본 사용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결정자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및 프로젝트의 
실제 상세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한다.

• PPP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관리 기업은 Decree 59/2015/ND-CP 제 19조와 20조에 
따라 CPM담당 조직을 설립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 투자자는 프로젝트 또는 기본 설계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투자결정자가 판단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목 개요 항목 개요

9. 건축 설계도 선발 
및 선정

- 건축 설계도에 대한 선발 또는 선정을 거쳐야 하는 특수건축 시공 필요 공공건설 또는 
대규모 공공건설은 다음을 포함한다:
· I급 공공건설 또는 특별등급 공공건설.
· 당 기관, 국가기관, 행정-정치 센터, 또는 방송 센터의 본사.
· ‘성’급 행정구역 내 중앙 기차역 또는 민간 공항.
· 고급 미관이 요구되는 II급 이상의 도시 교통 건설 (도심 지역 내 고가도로, 가교, 철도역 등).
· 건축 관련 고도의 요구사항을 가진 위치적으로 중요한 건설 (동상, 중요한 작업물이 있는 

곳 등).
- 건설부는 선발을 진행해야되는 도시 내 또는 주요 노선에 위치한 기타 중요 건설 구조물 

대하여 상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건축 설계도 선발/선정 형식 및 상세 규정, 선정과 
관련한 기관, 조직, 개인의 권리와 책임, 선정 업무의 비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한다.

- 건축 설계도가 선정된 조직 또는 개인은 규정에 따라 충분한 능력조건을 갖췄다고 판단될 
시 후속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II. 건설프로젝트 관리(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10. 건설프로젝트 
관리(CPM,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담당 조직

11. 업종에 따른 
건설프로젝트 
관리위원회 (업종 
CPMB), 지역에 
따른 건설프로젝트 
관리위원회 
(지역 CPMB)

-  장관, 부처급 기관장, ‘성’급 및 ‘현’급 인민위원회의 주석, 경제그룹 이사회 주석, 또는 
국영기업 이사회 주석은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를 설립하여 투자자 기능을 실행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정부예산 자본 사용, 정부예산 외 자본(대출, 채권, 펀드 등) 사용 프로젝트 
여러 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업종 CPMB와 지역 CPMB는 다음의 경우에 설립된다:
· 하나의 행정구역이나 하나의 경로 내에서 프로젝트들이 관리될 때.
· 프로젝트들이 하나의 업종 분야에 속할 때.
· ODA 자본 또는 양허성 차관이 재원인 프로젝트들에서 공여자가 자본을 통일하여 관리할 

것을 요청할 때. 
- 장관, 부처급 기관장, ‘성’급 및 ‘현’급 인민위원회 주석이 설립한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는 공공서비스 제공 조직이어야 하며, 국영기업의 법정 대리인이 세운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는 해당 기업의 임원이어야 함.  

-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는 법인의 자격을 가지며, 개별 인감의 사용이 가능하며, 국가 
금고 및 상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기능 및 임무를 가지며, 담당을 
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며, 스스로의 활동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지고, 운영에 관해 
투자결정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준공된 건축물의 사용과 운영에 대한 관리 자격을 가진다.

- 관리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수량, 관리 임무, 실제 상세조건에 따라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은 해당 프로젝트의(또는 각 프로젝트의) CPM 절차에 맞춰 설립이 된다.

-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가 인계된 프로젝트의 관리 임무를 완전히 수행해낼 수 있음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될 시 다른 
프로젝트들의 관리자문을 실행할 수 있다.

12. 건설프로젝트 
관리위원회(CPMB)의 
조직 구성과 운영

-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의 설립을 결정하는 자는 해당 CPMB의 수량, 기능, 임무,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부 또는 부처급 기관의 경우: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는 담당 전문 분야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역 인프라에 부합하도록 설립된다. 국방부 또는 공안부 산하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의 조직은 각 전문 분야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해당 부의 장관이 
결정한다.

· ‘성’급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는 민간 
및 산업용 건설에 대한 CPMB, 교통 건설 CPMB, 농업 및 농촌 개발 CPMB를 포함한다. 
중앙 직할 도시의 경우, 도시 인프라 및 산업단지 CPMB 또는 도시 개발 CPMB가 추가될 
수 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스스로가 설립한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 ‘현’급의 경우: ‘현’급 인민위원회 연계 CPMB는 ‘현’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건설프로젝트 
관리 역할 및 투자자 역할을 실행한다.

- ‘읍면’급 인민위원회 결정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우, 읍면급 인민위원회가  투자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Decree 59/2015/ND-CP 제 17조 5항에 규정된 CPMB 또는 ‘현’급 CPMB와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 관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경제그룹 및 국영기업의 경우, 전문 분야 또는 건설 투자 핵심 지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도록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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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계된 프로젝트의 기능과 임무, 수량, 규모에 부합하도록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가 
조직되어야 하며,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다:
·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가 투자자 역할 및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사회, 프로젝트 매니저 및 관련 부서.
·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Decree 59/2015/ND-CP 제 54조 

규정에 따른 충분한 능력조건을 보유해야 하며, 프로젝트 운영 부서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은 반드시 적합한 전문 교육 및 업종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CPMB의 설립 승인 결정자가 승인하며, 
2014년 건설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도록 투자자 역할을 하는 부서와 프로젝트 관리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건설부는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의 운영규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항목 개요

13. 단일 
건설프로젝트 
관리위원회(CPMB)

- 특별등급의 건설이 포함된 A 그룹 프로젝트, 과학기술부 장관의 확인을 득한 하이테크 
프로젝트, 국가기밀이 요구되는 국방/안전과 관련한 프로젝트, 기타 자본 사용 프로젝트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는 단일 CPMB 설립을 결정하게 된다.

- 단일 CPMB는 투자자 직속의 공공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법인의 자격을 가지며, 개별 
인감의 사용이 가능하며, 국가 금고 및 상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기능 
및 임무를 가지며, 스스로의 활동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지고, 운영에 관해 투자결정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단일 CPMB는 반드시 Decree 59/2015/ND-CP 제 64조 3항 규정에 따른 충분한 
능력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스스로의 프로젝트 관리 임무에 속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능력조건을 갖춘 조직 또는 개인 자문을 사용해도 된다.

- 투자자는 2014년 건설법 제 6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 CPMB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성을 규정한다.

14. 건설프로젝트 
관리(CPM) 자문 
인력 사용

- 업종 CPMB 또는 지역 CPMB가 CPM 업무 중 일부분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Decree 59/2015/ND-CP 규정에 따라 충분한 
능력조건을 갖춘 조직 또는 개인의 자문을 사용할 수 있다.

- 경제그룹 또는 국영기업의 구성원인 기업이 만약 정부예산 외 자본(대출, 채권, 펀드 등) 
또는 기타 자본을 사용한 건설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Decree 59/2015/ND-CP 에 따라 충분한 능력조건을 갖춘 
조직 또는 개인의 자문을 사용할 수 있다.

- 프로젝트 관리자문 조직은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실행을 담당할 수 있다.

- 선정된 프로젝트 관리자문 조직은 반드시 프로젝트 실행 구역에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와 CPM 운영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문서로서 투자자 및 
관련 협력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행 과정 중 CPM자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실행을 감찰하고, CPM자문 
담당자, 협력업체, 지방 정부 단체 간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항목 개요

15. 프로젝트 
관리위원회 
(CPM)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는 투자자

- 투자자는 스스로의 법인 자격 및 직속 전문부서를 이용하여 총 투자액 VND 50억 이하의 
소규모 건설프로젝트, 읍면급 인민위원회가 투자자인 총 투자액 VND 20억 이하 규모의 
공공 참여 프로젝트에 대한 개조, 보수, 증설(upgrade) 관련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CPM에 참여하는 개인은 담당업무에 부합하는 업무 전문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투자자는 
시공수행 감리 및 공사 항목별 완료 승인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조건을 보유한 조직 
또는 개인을 고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실행 비용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산 
기록되어야 한다.

16. 종합건설사의 
건설프로젝트 
관리(CPM)

- EPC 또는 턴키 종합건설사의 경우, 건설사는 투자자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실행할 책임을 지며, 반드시 Decree 59/2015/ND-CP의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활동에 대한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보유해야 한다.

- 종합건설사의 프로젝트 실행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체결된 계약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립.
· 건설시공 현장 전체 관리.
· 건설 설계, 자재 및 설비의 제조, 가공 및 구매, 기술 이전, 운영 교육에 대한 업무 관리.
· 협력업체와의 업무 연결, 건설시공 단계별 관리.
· 건설시공 과정 감찰, 현장에서의 안전, 위생, 환경보호 감찰에 관한 업무 실행.
· 투자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시공이 완료된 건축물의 준공 확인 검사.
· 투자자의 요구에 따른 기타 건설활동 관리.

- 종합건설사는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비용의 일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2단계. 건설프로젝트의 실행

I. 건설 설계도

17. 건설 설계의 
절차

- 건설 설계 절차는 투자결정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결정하는 
사항들로, 다음을 포함한다: 예비 설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본 
설계, 기술 설계, 시공 설계도면 및 기타 단계의 설계 (필요 시).

- 건설프로젝트는 단일 혹은 복수의 시공을 포함하며, 각 시공 종류별로 단일 혹은 복수 
등급을 보유한다. 각 시공의 종류, 등급 및 프로젝트 실행 형식에 따라 투자결정자의 결정에 
따른 건설 설계의 단계의 수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1 단계 설계는 건설 경제-기술보고서 작성이 요구되는 건설에 적용되는 시공 설계도면이다.
· 2단계 설계는 건설프로젝트 설립이 반드시 요구되는 시공에 적용되는 시공 설계도면 및 

기본 설계를 포함한다.
· 3단계 설계는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로 복잡한 기술적 요구사항과 시공 조건을 요구하는 

시공에 적용되며, 기본 설계, 기술 설계 및 시공 설계도면을 포함한다.
· 기타 설계(필요 시)는 국제 통례에 따른 설계로 진행한다.

- 2 단계 이상의 건설 설계 절차를 요구하는 시공의 경우, 다음 단계는 반드시 이전 단계에 
존재하는 설계의 내용, 주요 사양과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 3단계 설계의 경우, 시공 건설사가 법률 규정에 따른 능력조건을 갖추었다면 시공 설계도면 
작성을 직접 실행하도록 허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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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설프로젝트와 총리가 배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 건설부 또는 Decree 59/2015/ND-CP 제 76조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는 상기 기술된 프로젝트를 제외한 3단계 설계용 기술 설계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III등급 또는 그 윗 등급의 공공건설에 대한 2단계 설계용 시공 설계도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며, ‘성’ 내에 위치하여 경관, 환경, 커뮤니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설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 투자결정자는 그 외 다른 건설에 대한 설계 심사를 담당하며, 기술 설계 부분(있을 경우) 
및 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를 주재한다.

- 설계 및 비용 추정치 승인 관할권:
· 투자결정자는 기술 설계, 건설시공 도면 및 건설비용 추정치를 승인한다.

항목 개요

18. 정부예산 사용 
프로젝트의 설계 및 
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 및 승인 관할권

- 설계 및 비용 추정치 심사 관할권:
· 건설부 산하 건설 담당기관과 전문건설부처 산하 기관은 3단계 설계용 기술 설계 및 

시공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I등급 또는 특별등급의 2단계 설계용 시공 
설계도면 및 시공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며, 총리가 배정한 프로젝트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 건설부 또는 Decree 59/2015/ND-CP 제 76조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는 상기 기술된 프로젝트를 제외한 3단계 설계용 기술 설계 및 시공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담당 행정구역(성) 내에서 진행되는 II등급 또는 그 아래 등급의 
2단계 설계용 시공 설계도면 및 시공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 설계 및 비용 추정치 승인 관할권:
· 투자결정자는 3 단계 설계에 대한 건설 설계 및 비용 추정치를 승인하고, 2 단계 설계에 

대한 건설시공 설계도면 및 비용 추정치를 승인한다.
· 투자자는 3 단계 설계에 대한 건설시공 설계도면 및 비용 추정치를 승인한다.

19. 정부예산 
외 자본(대출, 
채권, 펀드) 사용 
프로젝트의 
설계 및 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 
및 승인 
관할권

- 설계 및 비용 추정치 심사 관할권:
· 건설부 산하 건설 담당기관과 전문건설부처 산하 기관은 3단계 설계용 기술 설계 

및 시공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I등급 또는 특별등급의 2단계 설계용 
시공 설계도면 및 시공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며, 비즈니스 그룹들 또는 
국영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III등급 또는 그 이상의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하고, 
총리가 배정한 프로젝트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 건설부 또는 Decree 59/2015/ND-CP 제 76조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는 상기 기술된 프로젝트를 제외한 3단계 설계용 기술 설계 및 시공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담당 행정구역(성) 내에서 진행되는 III등급 또는 그 윗 등급의 
2단계 설계용 시공 설계도면 및 시공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 투자결정자는 상기 나열된 건설프로젝트의 기술 설계(있을 시)와 비용 추정치, 나머지 
건설 부분에 대한 설계와 비용 추정치, 중압 전력망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 투자결정자는 스스로가 실행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Decree 59/2015/ND-CP 제24조 제 1항의 등급 분류에 
따른 건설 담당기관에 심사결과를 송부할 책임을 진다.

- 설계 및 비용 추정치 승인 관할권:
· 투자결정자는 3 단계 설계의 경우 건설시공 설계도와 비용 추정치를 승인한다.
· 투자자는 3 단계 설계의 경우 건설시공 설계도면과 비용 추정치를 승인하며, 2 단계 

설계의 경우 건설시공 설계도면과 비용 추정치를 승인한다.
· PPP 형식에 따른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가 건설시공 설계도와 비용 추정치를 

승인한다.

20. 기타 자본 사용 
프로젝트의 설계 및 
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 및 승인 관할권

- 설계 및 비용 추정치 심사 관할권:
· 건설부 산하 건설 담당기관과 전문건설부처 산하 기관은 3단계 설계용 기술 설계 및 

시공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I등급 또는 특별등급의 2단계 설계용 시공 
설계도면 및 시공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며, 2개 이상의 ‘성’을 지나는 경로에 

항목 개요

21. 건설 설계 
및 비용 추정치 
심사내용

- 건설 설계 및 비용 추정치의 심사내용은 2014년 건설법 제 83조, Decree 59/2015/ND-CP 
및 건설 투자 비용 관리에 관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건설 설계 및 비용 추정치의 심사결과는 Decree 59/2015/ND-CP 첨부 부록 II 규정 7번 
양식에 따라 작성된다.

22. 건설 설계 
승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

- 건설에 관한 개괄 정보: 건설 명칭, 시공 항목 (시공 종류 및 분류 등급 명확히 기재), 투자자, 
건설시공 담당 업체, 시공 위치, 토지 사용 면적.

- 건설작업의 규모, 기술, 주요 사양 및 필수 경제-기술 기준.
- 적용되는 국가 기술 표준 및 주요 기준.
- 시공 항목별 및 시공 전체에 대한 주요 설계 방안.
- 시공비용 추정치.
- (필요 시) 설계 및 기타 내용의 수정/보충을 위해 충족해야 되는 사항.

23. 기술 설계도, 
건설시공 설계도, 
비용 추정치 심사를 
위한 
서류

- 투자자는 심사를 위해 건설 담당기관에 다음을 포함한 설계서류 일체를 송부한다:
· Decree 59/2015/ND-CP  부록 II에 규정된 6번 양식에 따른 설계 심사 요청서.
· 설계도에 대한 설명, 설계도면, 건설 관련 검사 자료.
· 건설프로젝트 승인 결정서 사본, 승인을 득한 기본 설계서류와 투자 결정 승인서 사본 

(개별 주택 건설은 해당하지 않음)
· 건설시공 검사 책임자 및 시공 설계 책임자의 능력 사항에 대한 서류 사본, 화재 예방 

진압에 대한 서면 승인 사본,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있을 경우) 사본.
· 계약 규정에 따른 설계서류의 부합성에 관한 투자자의 종합 보고서.
· 정부예산 자본 사용, 정부예산 외 자본(대출, 채권, 펀드 등) 사용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추정치.

24. 건설 설계도, 
비용 추정치 심사 
절차

- 서류 접수 후 건설 담당기관과 투자결정자는 Decree 59/2015/ND-CP 제 27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건설비용 추정치와 설계에 대한 심사를 주재하도록 한다.

- 심사 주재 기관은 건설 설계와 비용 추정치 각 내용에 대한 심사 주재를 할 책임이 있다. 
심사과정 동안 심사 주재 기관은 심사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설 설계, 기술 설계, 비용 
추정치 산정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조직과 개인을 참가시킬 수 있다.

- 건설 담당기관 또는 투자결정자가 심사업무를 실행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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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담당 건설사는 반드시 건설시공 이전에 건설시공 노동인력, 건설시공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안전 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 방안에 다수의 관계자가 연관될 경우, 관계자들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안전 방안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건설시공 현장에 공개적으로 표시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시공 현장의 위험 장소들은 반드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 시공 담당 건설사, 투자자 및 기타 관계자들은 반드시 건설시공 현장의 노동 안전 업무 
사항을 상시 검사 및 감사해야 한다.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설을 중단하도록 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자신의 작업 범위내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

- 시공 담당 건설사는 노동인력의 안전에 대한 안내 및 훈련을 할 책임이 있다. 노동 안전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일부 업무의 경우, 노동인력은 반드시 노동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 안전 훈련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노동 안전에 관한 훈련 및 안내를 받지 않은 
노동인력의 사용은 엄금한다.

- 시공 담당 건설사는 시공 현장에서 노동인력을 사용할 시 해당 인력에게 개인 보호 및 안전 
도구와 장비를 충분히 공급할 책임이 있다.

항목 개요

II. 시공 관리

25. 시공 관리 사항 - 건설시공 관리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건설시공 품질 관리.
· 건설시공 스케쥴 관리.
· 건설시공 분량(수량) 관리.
· 건설시공 과정 중 시공비용 관리.
· 건설시공 계약 관리.
· 건설시공 관련 노동 안전 및 시공 환경 관리.

건설부 또는 건설 담당부서의 정보 통신망에 건설활동 능력 정보를 공개 등록했고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조직과 개인을 선택하도록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심사업무 
계약을 해당 조직 또는 개인과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조직 또는 개인이 건설부 또는 건설 
담당부서의 정보 통신망에 건설활동 능력 정보를 공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건설부 
또는 건설 담당부서 산하 전문 기관의 공문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설계자문 조직은 스스로가 
설계한 건설의 심사를 실행할 수 없다.

- 건설 설계 심사과정 동안 건설 담당기관은 환경, 화재안전 및 기타 법률 규정 관련 내용에 
대해 심사능력을 보유한 국가기관에 심사를 요구할 책임이 있다.

- 환경, 화재안전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내용과 관련한 심사능력을 보유한 국가기관의 
심사결과 공문 통보 기한은 Decree 59/2015/ND-CP 제 27조 4항에 규정된 건설 설계 및 
비용 추정치 심사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기한을 지났음에도 관련 기관 또는 조직의 공문 
회신이 없는 경우, 심사내용 관련 사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은 
스스로의 관리영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 건설 담당기관이 투자자에게 Decree 59/2015/ND-CP 제 27조 2항 규정에 따른 심사자문 
조직을 직접 선택하도록 요구할 경우, 서류 일체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5 업무일 이내에 
투자자가 심사자문의 선택과 심사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건설 담당기관은 투자자에게 
심사를 받아야 할 내용에 대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심사실행 기한의 경우, I급과 특별등급 
건설대상은 2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II급과 III급 건설대상은 15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나머지 
건설대상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건설 설계, 비용 추정치 심사의 기반이 되는 
심사결과를 건설 담당기관과 투자결정자에게 송부할 책임이 있다.

- 건설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등급이나 종류의 시공 작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는 주재 기관은 건설프로젝트의 본공사 항목에 대한 심사를 실행할 책임을 진다.

- 국가기밀 관련 건설, 긴급 건설 또는 가공사의 경우, 설계 심사 및 승인 업무는 특수 
건설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 건설 설계와 비용 추정치에 대한 심사, 감정, 승인을 수행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스스로가 
실행한 심사, 감정, 승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 필요 서류 일체를 수령한 날로부터 건설 담당기관의 건설 설계 및 비용 추정치의 심사 
기한은 다음과 같다: 
· I 급 및 특별등급 건설은 40 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 II 급 및 III 급 건설은 30 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기타 건설은 20 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항목 개요

26. 시공 스케쥴 
관리

- 건설시공은 진행 전 반드시 건설시공 스케쥴을 보유해야 한다. 건설사가 작성한 건설시공 
스케쥴은 반드시 투자자가 승인한 프로젝트 전체 스케쥴에 부합해야 한다.

- 건설시공의 작업이 대규모이고 기간이 장기일 경우, 건설시공 스케쥴은 월,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나누어 작성한다.

- 투자자, 시공 담당 건설사, 건설시공 감리 자문 및 기타 관련 담당자들은 건설시공 스케쥴의 
모니터링, 감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또한 건설시공 스케쥴의 일부 단계가 연기될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의 책임이 있으며 수정은 전체 프로젝트 스케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전체 프로젝트의 스케쥴이 연장될 경우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결정자에게 보고하여 전체 
프로젝트 스케쥴에 대한 수정 결정을 하도록 한다.

27. 시공 분량
(수량) 관리

- 건설시공 작업은 반드시 승인된 설계 분량(수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건설시공 분량(수량)은 시공 기간별 혹은 단계별로 투자자, 시공 담당 건설사, 감리 자문 

측의 산정과 확인을 득해야 하며, 계약 업무 수행에 대한 최종 승인과 최종 결제를 받으려면 
승인을 득한 설계 분량(수량)과의 대조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 승인을 득한 시공 분량(수량) 이외의 분량(수량)이 발생할 시, 투자자와 시공 담당 건설사는 
반드시 이를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투자자 또는 투자결정자가 승인한 추가 시공 분량(수량)은 건설시공에 대한 결제 및 결산의 
근거가 된다.

- 결제 금액에 오류를 야기하는 분량(수량)의 허위 보고 또는 계약자 양측 간의 담합은 
엄금한다. 

28. 시공 현장 
노동인력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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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요

29. 시공 환경 관리 - 시공 담당 건설사는 건설 현장 내 및 주변 환경에 환경보호 방안들(방진, 방음, 폐기물 처리, 
건설 현장 정리 포함)을 적용해야 한다. 도시 지역 내 건설은 반드시 올바른 규정 장소에 
폐기물을 분리 및 폐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설자재 및 폐기물은 반드시 덮어 차단한 채로 운송하여 안전 및 환경 위생을 보장해야 
한다.

- 건설시공 건설사와 투자자는 건설 환경보호 수행 업무에 대한 검사와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와 동시에 환경보호 담당 국가기관의 검사 및 감사를 받을 책임이 있다. 건설시공 
건설사가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 환경 담당 국가기관은 
건설시공 건설사에 대한 건설 중지 및 올바른 환경보호 방안 수행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 건설시공 과정 중 환경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며, 스스로의 
과실에 의한 손해 보상을 해야 한다.

30. 기타 업무 관리 - 건설시공 품질 관리 업무는 Decree 59/2015/ND-CP와 건설시공 품질 관리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 안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 건설비용 관리 업무는 Decree 59/2015/ND-CP와 건설비용 관리에 관한 시행령 및 각 시행 
안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 건설계약 관리 업무는 Decree 59/2015/ND-CP와 건설계약에 관한 시행령 및 각 시행 안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항목 개요

3단계. 프로젝트의 준공 및 사용 개시

31. 준공 승인 및 
사용 개시

- 승인된 설계에 따라 시공 작업이 완료되고, 기술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정상 운영이 되며, 
품질 검수 승인 확인을 받은 건설프로젝트는 사용 개시에 들어간다.

-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시, 프로젝트 중 시공이 완료된 부분 또는 프로젝트의 하위 항목을 
시공 작업별 상세조건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 전체 프로젝트 또는 시공이 완료된 부분의 준공 승인 및 양도 검수 보고서는 투자자가 
사용을 개시하고 투자자본 결산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문서다.

- 준공 양도 서류는 준공서류, 운영 안내 매뉴얼, 유지보수 지침을 포함한다.
- 준공서류 일체는 국가 자료 보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한다.

32. 건설 종료 - 투자자가 건설 완료 건축물 전체를 인계받고 건설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건설은 
종료된다.

- 건설 완료 건축물 전체를 양도할 때 시공 담당 건설사는 반드시 자신의 모든 자산을 건설 
현장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33. 건축물 사용 및 
운영 개시

- 완료된 건축물 또는 프로젝트를 인계받은 뒤, 건축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투자자 또는 
조직은 기존에 승인을 받아둔 경제-기술 기준과 올바른 사용 목적에 따라 건축물과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건축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투자자 또는 조직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유지, 정비, 보수를 
실행할 책임을 진다.

- 시공 담당 건설사는 다음과 같이 노동 안전 및 위생 업무 전담 책임자 또는 겸임 책임자를 
배치할 책임이 있다:
· 건설시공 현장에 직접적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노동인력이 50명 이하인 경우, 건설시공 

엔지니어가 노동 안전 및 위생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 건설시공 현장에 직접적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노동인력이 50명 이상일 경우, 노동 안전 

및 위생 업무 전담 책임자를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건설시공 현장에 직접적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노동인력이 1,000명 이상일 경우, 노동 

안전 및 위생 업무에 관한 부서 또는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노동 안전 및 위생 업무 전담 
책임자를 최소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 노동 안전 및 위생 업무 전담 책임 담당자는 반드시 Decree 59/2015/ND-CP 제 51조 
규정에 따른 업종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 Decree 59/2015/ND-CP 제51조 5항 a, b, c호에 규정된 안전 업무 전담 책임 담당자의 
수는 건설시공 현장의 규모와 현장의 노동 재난 사건 발생 위험도에 부합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 건설 담당 정부기관은 투자자 및 시공 담당 건설사의 건설 현장 노동 안전 관리에 대해 정기 
또는 불시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건설작업 전체에 대한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노동 안전 검사 업무는 수시 점검 업무와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건설부는 건설시공 노동 안전 업무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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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출처:  베트남 건설부, 전문가 면담,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주요 건설프로젝트별 원가 구조166부록 3.

표 97. 주요 건설프로젝트별 원가 구조

건설부의 2021년 Decision 65에 따른 건설 유형 건설 공사 비용 장비 비용 기타 비용

민간 건설

아파트 건물, 20-24 층, 지하 2 층 73% 9% 18%

초등학교, 학생 665-1,050 명 79% 12% 9%

종합 병원, 50-250 병상 37% 51% 11%

종합 운동장, 20,000 석 46% 47% 7%

4성급 호텔 68% 22% 10%

사무용 건물, 7-15 층, 지하 3 층 71% 14% 15%

산업 건설

시멘트 공장, 제품 120-150만 톤/년 44% 44% 12%

석유 저장고 (옥외), 20,000m3 69% 26% 6%

건설 철강 공장, 25만 톤/년 21% 68% 10%

화력발전소, 600,000kW 31% 57% 12%

의류 공장, 제품 1백만 개/년 29% 60% 11%

인프라 건설

담수 시설, 300,000m3/주-야 40% 49% 12%

기지국 (BTS) 91% 0% 9%

교통 건설

고속도로, 4 차선 91% 3% 6%

2급 철로, 삼각주 지역, 폭 1m, 콘크리트 침목 94% 0% 6%

도로 교량, 철근 콘크리트, 경간<100m 94% 0% 6%

고속도로, 4 차선 91% 3% 6%

 

표 98. 건설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 목록

건설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167부록 4.

지역 구분 도시 분류 기관명

북부 하노이 대학교 국립 토목 공학 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Civil Engineering)

북부 하노이 대학교 교통 통신 대학교 
(Universit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북부 하노이 대학교 하노이 건축 대학교 
(Hanoi Architectural University)

북부 하노이 대학교 수자원 대학교 
(Thuyloi University)

북부 하노이 대학교 베트남 국립 임업 대학교
(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Forestry)

북부 하노이 대학교 비엣흥 산업 대학교 
(Viet - Hung Industrial University)

북부 하노이 대학교 동도대학교  
(Dong Do University)

북부 하노이 대학교 프엉동 대학교 
(Phuong Dong University)

북부 하노이 대학교 다이남 대학교 
(Dai Nam University)

북부 하노이 대학교 하노이 경영 기술 대학교 
(Hanoi University of Business and Technology)

북부 하노이 전문대학 도시 건설 전문대학 
(College of Urban Works Construction)

북부 하노이 전문대학 건설 기술 전문대학 1 
(Construction Technical College 1)

북부 하노이 전문대학 하노이 지역 전문대학 
(Ha Noi Community College)

북부 하노이 전문대학 하노이 기술 무역 전문대학 
(Hanoi College of Technology and Trading)

북부 타이응옌
(Thai Nguyen) 대학교 타이응옌 공과 대학교 

(Thai Nguyen University of Technology)

167 출처:  베트남 교육훈련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EY 파르테논(EY-Parthenon)의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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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도시 분류 기관명

북부 타이응옌
(Thai Nguyen) 전문대학 산업 경제기술 전문대학

(Industrial Economy and Technology College)

북부 빈푹
(Vinh Phuc) 전문대학 빈푹 직업 전문대학 

(Vinh Phuc Vocational College)

북부 꽝닌
(Quang Ninh) 전문대학 산업 건설 전문대학 

(College of Industry and Construction)

북부 하이퐁
(Hai Phong) 대학교 하이퐁 대학교 

(Hai Phong University)

북부 하이퐁
(Hai Phong) 대학교 베트남 해양 대학교 

(Vietnam Maritime University)

북부 흥옌
(Hung Yen) 대학교 추반안 대학교  

(Chu Van An University)

북부 하남
(Ha Nam) 전문대학 북부 관개 전문대학  

(Northern Irrigation College)

북부 남딘
(Nam Dinh) 대학교 르엉테빈 대학교 

(Luong The Vinh University)

북부 남딘
(Nam Dinh) 전문대학 남딘 건설 전문대학 

(Nam Dinh Construction College)

북부 박닌
(Bac Ninh) 전문대학 박닌 건설 공과 전문대학

(Bac Ninh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College)

중부 다낭
(Da Nang) 대학교 다낭 대학교 

(Da Nang University)

중부 푸옌
(Phu Yen) 대학교 중부 건설 공과 대학교 

(Middle University of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중부 응예안
(Nghe An) 전문대학 중앙 교통전문대학 IV 

(Central College of Transport IV)

중부 꽝찌
(Quang Tri) 대학교 후에 대학교 (꽝찌 캠퍼스) 

(Hue University (Quang Tri Campus))

중부 후에
(Hue) 전문대학 후에 산업 전문대학 

(Hue Industrial College)

남부 호치민시 대학교 호치민시 기술 전문대학 
(HCMC College of Technology)

남부 호치민시 대학교 호치민시 교통 대학교 
(HCMC University of Transport)

남부 호치민시 대학교 똔득탕 대학교 
(Ton Duc Thang University)

지역 구분 도시 분류 기관명

남부 호치민시 대학교 호치민시 건축 대학교 
(HCMC University of Architecture)

남부 호치민시 대학교 호치민시 기술 및 교육 대학교
(HCMC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남부 호치민시 대학교 호치민시 개방 대학교 
(HCMC Open University)

남부 호치민시 대학교 사이공 기술 대학교 
(Sai Gon Technology University)

남부 호치민시 대학교 홍방 국제 대학교 
(Hong Bang International University)

남부 호치민시 대학교 흥브엉 대학교 
(Hung Vuong University)

남부 호치민시 대학교 호치민시 기술 대학교 
(HCMC Technology University)

남부 호치민시 대학교 반랑 대학교 
(Van Lang University)

남부 호치민시 전문대학 호치민시 교통전문대학 
(HCMC College of Transportation)

남부 호치민시 전문대학 중앙 교통전문대학 VI 
(Central College of Transport VI)

남부 호치민시 전문대학 호치민시 건설 전문대학 
(HCMC College of Construction)

남부 호치민시 전문대학 다이비엣사이공 전문대학 
(Dai Viet Sai Gon College)

남부 호치민시 전문대학 호치민시 응용 과학 기술 대학 
(HCMC Institute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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