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study is aimed to find out which factors among firm-specific resources, industry-based competition,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ffect strategies for Korean IT manufacturing companies when they expand their business 

overseas, especially to Vietnam in this study. Also, it attempts to reveal which strategies among cost reduction, mass 

production, and localization affect performance of overseas expansion. Based on Strategy Tripod Theory as an integrating 

point-of-view embracing resource-based view, industry-based view, and institution-based view,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and tested through the survey of 83 Korean IT manufacturing companies expanded their business to Vietnam. 

Research findings show that (1) communication competency, industry competitiveness, industry attractiveness, and 

regulation of partner country affect cost reduction strategy. (2) International experi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national orientation, and competitivenes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ass production strategy. (3)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industry competitiveness affect localization. (4) Ultimately, 

mass production strategy and localization strategy significantly increase performance of expansion to Vietnam.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adopt an integrative approach based on strategy tripod theory. As practical 

implications, it suggests factors and strategies that IT manufacturing companies interested in expansion to Vietnam 

should consider. In sum, we believe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Korean IT manufacturing industry by suggesting key 

success factors and appropriate strategies for overseas expansion.

Keyword：IT Manufacturing Company, Vietnam, Overseas Expansion, Strategy Tripod Theory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https://doi.org/10.9716/KITS.2017.16.3.001

IT제조기업의 베트남 진출 략  성과에 한 연구

윤혜정*․장창환**․이 정***

IT Manufacturing Companies’ Strategies and 

Performance for Overseas Expansion to Vietnam

Haejung Yun*․Changwhan Chang**․Choong C. Lee***

Abstract

Submitted：August 7, 2017 1
st
 Revision：September 6, 2017 Accepted：September 13, 2017

* 이화여자 학교 신산업융합 학 국제사무학과 조교수

** 연세 학교 정보 학원 정보미디어 략 석사과정

*** 연세 학교 정보 학원 교수, 교신 자

韓國IT서비스學 誌
第16卷 第3號
2017年 9月, pp.1-15



2 윤혜정․장창환․이 정

1. 서  론

IT산업은 1997년 외환 기 이후 침체된 우리나

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내수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로벌 기업으로 발

돋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Kim, 2013). 국내시장

에서는 IT산업의 비 이 꾸 하게 발 하여 굳건

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의료, 방송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그 범 와 향력이 

차 확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IT제조업이 국내 상  10  수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2000년 33.2%에서 2015년 22.5%

로 감소한 것과 같이, 국내의 IT 련 제조 기업들

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7).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국내 IT제조

업의 경쟁 과열과 시장 포화이다(Lim et al., 2012). 

둘째, 국내 시장은 과거에 비해 고 인력은 풍부해

진 반면,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기업의 로벌 경

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OECD에 따른 상  임

수 은 여 히 낮지만 기업을 제외한 소기업

의 열악한 경 환경에서는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IT제조기업들이 직 투자를 통

한 해외진출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개발

도상국으로의 진출 시 낮은 임 과 풍부한 노동력, 

상 으로 렴한 설비 투자 등이 매력 인 요건

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많은 IT제조기업들이 

국으로 진출했으나, 국의 IT기술발 과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임 상승, 자국 경제 보호를 한 

국정부의 규제로 철수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하

는 기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시장을 체할만한 동남아

시아 시장을 탐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베트남 

시장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Kim, 2009). 2015년 기

, 베트남 시장에서 IT 련업의 수는 1만 4,000여 

개에 달하며, 국내 시장에서도 베트남이 2015년을 

기 으로 수출 상국 3 , 수입 상국 12 , 해외

투자 상국 3 에 오르면서 국을 체하는 핵심 

교역 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IT제조기업

의 베트남시장으로의 진출은 큰 의미를 가지며, 이

를 성공으로 이끌기 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IT제조기업이 해외시장

으로의 진출 시 어떠한 기업의 내부역량 혹은 산

업  외부환경이나 제도  특성이 기업의 략(비

용 감, 량생산, 지화)에 유의하게 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략이 해외진출 성과에 

미치는 향력을 베트남 진출 기업을 상으로 증

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IT제

조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요건들을 삼각 략이론이

라는 통합 인 에서 근하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IT 련 기업들에게 시

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

2.1 IT제조업의 정의

IT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으로 정보 

기기의 하드웨어, 운 , 정보 리에 필요한 소 트

웨어 기술과 련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

산, 가공, 보존, 달, 활용하는 포 인 산업활동

을 의미한다(Jovanovic and Rousseau, 2005). IT

의 정의는 기술의 발 과 융합으로 그 범 가 확

되어가고 있으며, 재는 드론이나 IoT(Internet of 

Things)같은 첨단 기술도 포함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IT제조기업

을 “정보통신 기기와 련된 부품, 장치, 기계 등과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로 정의하

다(Kim et al., 2016). IT서비스기업은 정보통신 

련 방송, 통신, 소 트웨어 등과 같은 무형의 지식

산업을 기반으로 개발 공 하는 업체를 의미하는

데, 본 연구는 공장설립, 지사운  등의 해외직 투

자를 상으로 하므로 IT서비스업이 아닌 IT제조

업만을 포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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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ategy Tripod Theory

IT제조업 역량과 해외진출 성과에 한 선행연

구들은 주로 소 IT제조기업을 상으로 이루어

졌는데(Jung and Jung, 2014; Koo et al., 2013), 

유무형의 자원이 풍부한 기업에서는 상 으로 

역량과 략  성과의 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기 때문이다.

2.2 베트남 시장 분석

우리나라는 1992년 한국-베트남 수교를 시작으

로 경제 교역이 시작되었다. 1994년에는 미국의 

( )베트남 경제제제 철회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진출이 시작되게 되었다. 베트남은 외

으로 ASEAN(1995년)  WTO(2007년) 가입

한 것을 기 으로, 국제 자유 경쟁체제에 부흥하

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시장(최근 5년 GDP성장률 평

균 5.9% 성장)의 성장과 더불어 해외투자 한 꾸

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상 으로 낮은 인건

비와 편리한 지리  치 등으로 인해 선진국의 

베트남 직  투자가 꾸 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Nguyen et al., 2013). 한 주요국들과의 지속

인 자유무역 체결로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해외 기업의 유입은 베트남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풍부한 인

력의 활용으로 노동시장의 수 도 향상되고 있다. 

베트남의 IT시장 활성화에 따라 베트남의 IT기

업  사용자를 상으로 한 연구들이 차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동통신의 서비스품질이 사용자

의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향(Nguyen et al., 

2013) 는 모바일결재시스템과 같은 기 ICT서

비스에 한 수용의도(Nguyen et al., 2015)에 

한 연구들이 그 이다. IT기업만을 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소 제조기업의 베트남 자회사

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업특유의 독

 우 가 부족한 소제조업의 경우, 베트남 진

출이 매우 요함을 언 하 다(Yoon, 2010).

그러나 이러한 해외투자의 활성화가 무조건 정

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제기된 문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무분별한 폐기물 처

리로 인해 정부차원의 환경 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 에서 베트남 진출을 고

려하는 기업은 기업내부 요인들과 국내 산업 환경뿐 

만 아니라, 진출 국가의 특성(  : 베트남의 규제강

도 등)까지 고려한 통합 인 시각이 필요하다.

2.3 삼각 략(Strategy Tripod) 이론

Peng et al.(2009)이 해외진출과 수출에 한 포

인 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한 삼각 략(Strategy 

Tripod) 이론은 기존의 두 가지 (자원 심, 산

업 심)에 더하여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 제도 등의 

도 포함하기 때문에, 주로 개발도상국(emer-

ging economies)의 수출 환경에 맞는 이론으로 제

시되었다. 즉 삼각 략 이론이란, 아래의 <Figure 

1>과 같이 기업의 역량, 산업의 특성, 제도  특성

이라는 세 가지 환경이 기업 략을 선택하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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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하는 데에 향을 주며, 략은 궁극 으로 해외진

출 성과를 높인다는 이론이다. 

첫 번째 인 자원 심 이론은 기업의 경쟁 

우 는 기업의 내부자원과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고 보는 통 인 이다(Zou and Stan, 1998). 

주로 기업의 특성과 조직 역량을 기업 내부 요인

으로 보는데, 개 자보다 후자가 경쟁우  확보

에 요하게 작용한다. 표 인 기업 내부 요인

들로는 기술 역량, 계 역량, 수출 경험 등이 있

으며(Dhanaraj and Beamish, 2003), 본 연구의 

상인 베트남 진출 기업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해외 진출 경험이 풍부할수록 비용을 

이고 자원확보  활용에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 

우 가 확보된다고 하 다(Yoon, 2010). 

두 번째 인 산업 심 이론은 기업 외부 요인

(산업) 요인들에 의해 기업의 략이 결정되고, 성

과에 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기업은 산업 내의 

경쟁자와 공 자에 한 한 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경쟁 우 를 확보할 수 있다(O’Cass 

and Julian, 2003). 산업 심 이론에 기반을 둔 선

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시장의 불안정성, 산업 

내 경쟁 등이 수출 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8; Won and Cho, 2009). 

마지막으로 비교  최근 들어 제시된 인 제

도 심 이론은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수출을 한 

략은 진출 국가의 공식 이거나 비공식 인 상

황  제도의 향을 받게 된다는 이론이다(Peng 

et al., 2008).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지리  치 

등으로 인한 매력도가 높으며, 특히 한류붐으로 

인해 한국기업과 한국제품에 한 심이 높은 추

세이다. 반면,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않고 통 인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특수상황도 존재하고 있다

(Ko et al., 2016).

삼각 략이론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에 의

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업의 략을 수립

해야 궁극 으로 해외진출 성과를 높일 수 있다.

3. 연구모형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향력

이 검증된 자원 심 이론과 산업 심 이론에 더하

여 Peng et al.(2009)이 제도 심 이론을 추가한 

삼각 략이론을 기반으로 다음 <Figure 2>와 같

이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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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모형의 검증을 통해 국내 IT제조기

업이 베트남으로 진출할 시에 각 요인들이 비용

감, 량생산, 지화 략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고, 각 략이 인지된 해외진출 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해외진출의 유형 에서 베트남 시장

으로의 직 투자 유형을 상으로 했다. 직 투자는 

해외진출 시, 생산, 재무, 노무 리 등과 같이 기업 

경 과 련된 제 사항들을 본사의 통제 하에 지 

시장에 이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Lee et al., 2012). 

기업의 략은 목 을 달성하기 한 기업 차원

의 노력을 뜻한다(Aaby and Slater, 1989). 기업

의 략은 시장에서 경쟁우 를 확보하는데 향

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왔으며, 략

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다(Nam and Lee, 2013). 해외진출 시 고려할 수 

있는 표 인 략으로는 비용 감 략, 량생

산 략, 지화 략 등이 있다.

비용 감 략은 렴하고 풍부한 인력을 활용

하고 값싼 원자재를 조달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려

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으

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비 감을 가장 큰 동

기로 지목하고 있다(Lee et al., 2012). 한 비용

감을 한 생산 공정의 신과 유통 략의 차별

화 등과 같은 기업차원의 노력도 비용 감을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Chung, 2015). 

량생산 략이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기술을 개발하는 일련

의 행 를 말한다. 규모의 경제는 투자규모가 일

정수 을 넘어서면 투입량에 비해 산출량이 크게 

증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궁극 으로는 

원가 감을 통한 경 성과의 증 를 기 할 수 

있다(Johansson, 2009; Lee and Kwon, 2010).

지화에 집 하는 것은 국내와 환경이 상이한 

진출국가에 잘 응하기 해, 문화  차이를 이

해하고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 직원들을 

응시키는 노력 등으로 볼 수 있다. 소기업의 해

외 직 투자에 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지화 

략을 해 간 리자를 지인으로 채용하거

나, 지의 문화와 언어에 한 교육을 충분히 거

친 후에 본사 직원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인다고 한다(Hong, 2007).

<Figure 2>의 연구모형과 같이 가설 1부터 가

설 3을 통해 기업의 내부역량, 산업의 특성과 국가

/제도  특성이 의 세 가지 략(비용 감, 

량생산, 지화)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검증하고

자 한다.

수출 는 해외진출 환경에서 표 으로 고려

되는 기업의 역량은 제품의 품질, 마  역량, 해

외 경험 등이 있다(Cavusgil and Zou, 1994; Lee 

and Nam, 2014). 본 논문에서는 기업별 는 제

품별로 상이한 제품의 특성이나 가격 특성 등을 

제외한 역량인 해외진출 경험과 의사소통 역량을 

IT제조기업의 역량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제시하 다.

가설 1：기업의 역량은 기업의 해외진출 략(비

용 감, 량생산, 지화)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가설 1-1：기업의 해외진출 경험은 기업의 해외진

출 략(비용 감, 량생산, 지화)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가설 1-2：기업의 의사소통 역량은 기업의 해외진

출 략(비용 감, 량생산, 지화)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산업의 특성이란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제품군

이 속한 국내 산업의 특성을 일컫는다. 즉 국내시장 

특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표 인 기업 외부환경 

요인 의 하나이다(Lim et al., 2012). 산업의 해외

지향성과 경쟁강도는 해외진출 략 는 성과에 

향을 미치는 표 인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Cavusgil and Zou, 1994), 특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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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IT분야에서는 산업의 수출지향성이 매우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Francis and Collins-Dodd, 

2000). 이 같은 에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 다.

가설 2：산업의 특성은 기업의 해외진출 략(비

용 감, 량생산, 지화)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가설 2-1：산업의 해외지향성은 기업의 해외진출 

략(비용 감, 량생산, 지화)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

가설 2-2：산업의 경쟁강도는 기업의 해외진출 

략(비용 감, 량생산, 지화)에 유의

한 향을 미친다.

국가  특성은 기업 외부요인으로서 해외시장 

특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Peng et al.(2009)은 진

출국가의 특성에 더하여, 법이나 규제와 같은 제도

 특성을 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요한 요인

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제도기반 

에 따르면, 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정부

의 련제도의 강도가 요하고, 법과 규제에 잘 

응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Kim and Kim, 2013). 

따라서 국가 /제도  특성과 기업의 략과 련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국가 /제도  특성은 기업의 해외진출 

략(비용 감, 량생산, 지화)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

가설 3-1：진출국가의 매력도는 기업의 해외진출 

략(비용 감, 량생산, 지화)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

가설 3-2：진출국가의 규제강도는 기업의 해외진

출 략(비용 감, 량생산, 지화)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기업의 략은 수출성과에 직 인 향을 다

(Aaby and Slater, 1989).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들

을 통해서 기업의 내부  외부 요인들이 략에 

향을 주고, 략이 성과에 향을 주는 계가 검

증되었다(Kim, 2003; Kim, 2006). 삼각 략이론을 

활용한 국내 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한 선행연구

들에서는 가격경쟁력 제고 노력, 생산시설 투자를 

통한 량생산, 제품이나 유통망의 지화 등이 해

외진출 성과에 향을 주는 략으로 도출되었다

(Kim, 2003; Lee and Kwon, 2010).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4：기업의 해외진출 략(비용 감, 량생

산, 지화)은 인지된 해외진출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4. 연구방법

4.1 연구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수출 는 해외진출과 련한 선

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환경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거나, 개념을 참조하여 연

구자가 개발하 으며, 다음의 <Table 1>과 같다.

4.2 자료의 수집과 응답자 특성

본 연구는 국내의 IT제조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략에 향을 미치는

지, 한 각 략이 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를 확인하기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격

인 설문조사에 앞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담

당자와 련 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서 설문지의 

내용타당성을 확보하 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베트남에 진출한 IT제조기

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상으로 국내의 본사

와 베트남 지사에 직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 으며, 수거된 97

건의 설문  분석에 사용하기 부 한 14부를 

제하고 총 83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을 수집하 고 

이를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응답 기업의 

특성은 <Table 2>에 요약된 바와 같다.



Construct Measurement Items Source

International 
Experience

(IE)

My company has cumulative experience on overseas expansion.
Cavusgil and Zou

(1994)
My company has knowledge and know-how on overseas expansion.

My company has enough experience on overseas expansion.

Communication 
Competency

(CC)

My company established a good local network in Vietnam.

Hultman et al.
(2009)

My company has no problems in communication in Vietnam.

My company understands communication styles of Vietnam.

My company communicates well with local employees hired in Vietnam.

Industry 
International 
Orientation

(IO)

Overseas expansion is major interests of the industry that my company is in.

Francis and 
Collins-Dodd

(2000)

In order to success in our industry, overseas expansion is important.

In our industry, overseas expansion is frequently happening.

The companies in our industry are seeking for opportunities for overseas 
expansion.

Industry 
Competitiveness 

(COMP)

Our industry is very competitive. Lim et al.
(1996)There are many competitors in our industry.

Attractiveness of 
Partner Country 

(ATT)

The supply of raw material is smooth in Vietnam. Francis and
Collins Dodd

(2000)
The labor cost in Vietnam is low.

The market in Vietnam has a lot of potential to grow.

Regulation of 
Partner Country 

(REG)

Vietnam has weak regulation on products that my company makes.

Self-developed
When we develop new products in Vietnam, regulation does not matter.

When we expand our business to Vietnam, regulation is not a problem.

Regulation is not a problem when we launch a product in Vietnam.

Cost Reduction 
(COS)

My company buys raw materials in a low cost in Vietnam.
Gupta and Loulou 

(1998)
My company reduces labor cost in Vietnam.

My company reduces overall expenses in Vietnam.

Mass Production 
(MP)

My company has equipment for mass production in Vietnam.

Modified from 
Johansson
(2006)

My company has enough labor forces for mass production in Vietnam.

We develop and apply technology for mass production in Vietnam.

Mass production is one of our major interests in Vietnam.

Localization
(LOC)

My company raises local awareness in Vietnam.

Hong
(2007)

My company adapts local culture well in Vietnam.

My company supports local adaptation of Korean workers in Vietnam.

My company supports localization in Vietnam.

Overseas 
Expansion 
Performance

(PER)

The sales of my company grew in Vietnam.

Hult et al.
(2008)

Market share of our products in Vietnam increased.

Revenue of my company in Vietnam increased.

My company outperformed investment in Vietnam.

Local customers of my company in Vietnam are very satisfied.

Overall, performance of my company increased in Vietnam.

<Table 1> Measurement Items of Research Constructs

IT제조기업의 베트남 진출 략  성과에 한 연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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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Items Loadings AVE CR

International 
Experience

(IE)

IE1 0.958

0.921 0.972IE2 0.967

IE3 0.955

Communication 
Competency

(CC)

CC1 0.844

0.741 0.919
CC2 0.869

CC3 0.829

CC4 0.898

Industry 
International 
Orientation

(IO)

IO1 0.818

0.677 0.893
IO2 0.894

IO3 0.797

IO4 0.778

Industry 
Competitioners 

(COMP)

COMP1 0.975
0.908 0.952

COMP2 0.929

Attractiveness of 
Partner Country 

(ATT)

ATT1 0.780

0.722 0.886ATT2 0.903

ATT3 0.860

Regulation of 
Partner Country 

(REG)

REG1 0.850

0.744 0.921
REG2 0.874

REG3 0.822

REG4 0.901

Cost Reduction 
(COS)

COS1 0.893

0.835 0.938COS2 0.934

COS3 0.913

Mass Production 
(MP)

MP1 0.952

0.898 0.972
MP2 0.948

MP3 0.940

MP4 0.950

Localization
(LOC)

LOC1 0.867

0.713 0.909
LOC2 0.855

LOC3 0.859

LOC4 0.794

Overseas 
Expansion 
Performance

(PER)

PER1 0.885

0.745 0.946

PER2 0.854

PER3 0.924

PER4 0.861

PER5 0.882

PER6 0.767

<Table 3>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Item Freq. Ratio(%)

Year of 
Expansion to 

Vietnam

Before 1995 2 2.4

1996～2000 8 9.6

2001～2005 16 19.3

2006～2010 28 33.8

After 2011 29 34.9

Number of 
Employees in 
Headquarter

Less than 50 44 53.0

50～100 14 16.9

100～150 8 9.6

150～200 4 4.8

More than 200 13 15.7

Number of 
Employees in 
Vietnam Office

Less than 50 32 38.6

50～100 17 20.5

100～150 8 9.6

150～200 5 6.0

More than 200 21 25.3

Number of 
Korean 

Employees in 
Vietnam Office

Less than 50 79 95.2

50～100 2 2.4

100～150 1 1.2

150～200 0 0.0

More than 200 1 1.2

Number of 
Local

Employees in
Vietnam Office

Less than 50 37 44.6

50～100 17 20.5

100～150 8 9.6

150～200 4 4.8

More than 200 17 20.5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5. 연구결과  분석 

5.1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을 하여, SmartPLS 2.0을 활

용한 확인  요인분석(CFA)을 시행하 다. 신뢰도

와 타당성은 요인 재치(factor loadings), 평균분

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 CR)로 평가한다

(Chin, 1998). 일반 으로 요인 재치와 평균분산

추출은 0.5 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이 있고, 합성신뢰

도는 0.7 이상이면 내 일 성이 있으므로 신뢰도

가 확보된다(Gefen et al., 2000). <Table 3>과 같

이, 모든 요인 재치는 0.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

은 0.6 이상, 합성신뢰도은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별타당성은 각 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의 제곱

근 값이 다른 변수들과의 상 계수값보다 클 때 확

보된다(Chin, 1998; Gefen et al., 2000). <Table 

4>와 같이 본 연구의 변수들은 의 기 을 충족하

여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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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 CC IO COMP ATT REG COS MP LOC

IE 0.960         

CC 0.623 0.861        

IO 0.114 0.241 0.823       

COMP -0.136 0.197 0.503 0.953      

ATT 0.090 0.288 0.337 0.285 0.850     

REG 0.147 -0.107 -0.117 -0.291 -0.356 0.863    

COS 0.370 0.526 0.392 0.356 0.409 0.062 0.914   

MP 0.453 0.542 0.441 0.377 0.247 0.020 0.566 0.948  

LOC 0.514 0.646 0.342 0.310 0.386 -0.140 0.578 0.569 0.844

PER 0.516 0.608 0.309 0.206 0.337 -0.076 0.432 0.570 0.708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of Research Constructs

Diagonals are the square roots of AVE.

Path
Path 
Coeff.

t-value Result

H1-1
IE → COS
IE → MP
IE → LOC

0.132
0.283

*

0.299**

1.001
2.405
3.343

Rejected
Accepted
Accepted

H1-2
CC → COS
CC → MP
CC → LOC

0.312
*

0.262
*

0.354**

2.119
2.221
2.962

Accepted
Accepted
Accepted

H2-1
IO → COS
IO → MP
IO → LOC

0.107
0.202

*

0.065

0.911
2.333
0.720

Rejected
Accepted
Rejected

H2-2
COMP → COS
COMP → MP
COMP → LOC

0.253
*

0.288
*

0.192*

2.382
2.496
2.004

Accepted
Accepted
Accepted

H3-1
ATT → COS
ATT → MP
ATT → LOC

0.295
*

0.042
0.173

2.505
0.438
1.590

Accepted
Rejected
Rejected

H3-2
REG → COS
REG → MP
REG → LOC

0.268
*

0.129
-0.021

2.159
1.410
0.188

Accepted
Rejected
Rejected

H4
COS → PER
MP → PER
LOC → PER

-0.061
0.269

***

0.590***

0.639
3.038
7.303

Rejected
Accepted
Accepted

<Table 5>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
p < 0.05, 

**
p < 0.01, 

***
p < 0.001.

5.2 구조모형 검증과 연구결과 해석 

연구가설의 검증을 해 SmartPLS 2.0의 부트

스트래핑 방식을 이용해 200개의 샘 을 생성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역량과 략의 계에 한 가설 1에서

는 해외진출경험은 량생산과 지화 략에 유

의한 정의 향을 주었으며, 커뮤니 이션 능력은 

세 가지 략에 모두 유의한 향을 주었다. 이처

럼 커뮤니 이션 능력은 해외진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략에 모두 향을 주는 기본 인 필요조건

임을 알 수 있었다.

가설 2는 산업의 특성과 략의 계를 검증하

는데, 산업의 해외지향성은 량생산 략에만 

향을  반면, 산업의 경쟁강도는 비용 감, 

량생산, 지화 략에 모두 유의미한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산업의 경쟁이 치열

해지고 시장이 포화될 경우 해외진출은 필수 인 

선택이 되므로, 해외진출 후에는 가능한 모든 

략을 취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삼각 략이론에서 새롭게 추가된 진

출국가와 제도의 특성 에서는 진출국가의 매력

도와 진출국가의 규제강도 모두 비용 감 략에

만 향을 주었다(가설 3). 기업 내부요인과 국내 

산업의 요인은 베트남이 아닌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에도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지만, 국가․제도  

특성은 베트남에만 해당되는 요인이므로, 이를 통

해 베트남의 매력도와 규제정도는 아직 량생산

이나 지화 략보다는 일차 인 비용 감 략

에만 향을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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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의 검증 결과, 비용 감 략이 성과에 

미치는 향력은 기각된 반면, 량생산 략과 

지화 략은 해외진출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객 인 재무성과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는 제한 이 있지만, 렴한 

노동력이라는 매력 인 요인으로 인해 진입 기

에는 비용 감이 이루어졌을 수 있으나, 꾸 히 

상승하는 임 과 원자재비용으로 인해 비용 감 

략이 성과에는 유의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

로 보인다. 즉, IT제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경우

에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도모하고, 기업을 지

시장에 최 화 시키는 것이 성과향상에 기여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6.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IT제조기업이 베트

남 시장으로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내·외

부 요인들과 주력해야 하는 략이 무엇인지를 살

펴보는데 있다. 이를 검증하기 해 Peng et al. 

(2009)의 삼각 략이론과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통

합 인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 검증을 해 베

트남에 진출한 83개 기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내부 으로는 커뮤니 이션 능력의 

요성이 증명되었다. 기업의 커뮤니 이션 능력은 

비용 감 략과 량생산 략, 지화 략에 모

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커

뮤니 이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베트남시장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 내 으로나 외 으로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에 맞게 기

업의 략을 세우거나 문화  이질성에서 비롯된 

분쟁요소에 유연성 있게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커뮤니 이션 능력은 불필요한 

리비용을 감시키고, 자원활용능력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필수 인 기업 역량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업 외부 환경으로는 국내 산업의 

한 경쟁강도가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 진출의 강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기회가 한정 이고 경쟁이 심할 때 오히려 해외 

진출동기를 자극하고 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Dimitratos et al., 2004). 

셋째, 베트남의 국가 ․제도  특성인 매력도

와 규제강도는 비용 감 략에만 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IT제조기업에 있어서 아직 베

트남의 국가  매력도가 상 으로 값싼 원자재 

가격이나 노동력 등의 비용 감을 제외한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본 연구

에서 정부의 규제는 ‘규제가 약한 정도’로 측정되

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규제 정도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실질 으로 베트남 시장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

는데, 표 인 가 2003년 제정된 신노동법이다. 

이는 지에 진출한 해외업체는 노조의 결성을 의

무화해야 한다는 법률로 자국의 근로자 보호를 

한 목 을 갖고 있다. 한 산업발달로 인해 환경

을 해하는 공해와 무분별한 산업용 폐기물이 배

출되자 이를 규제하기 한 환경보호 규제를 강화

하고 있으므로, 단기 으로는 국내기업들에게 제

약이 될 수 있다.

넷째, 량생산과 지화 략은 국내 IT제조기

업의 베트남 진출 성과에 향을 주지만, 비용

감 략은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 기업의 다

양한 내부  외부 요인들이 비용 감 략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베트남의 국가

 요인들은 비용 감 략에만 향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비용 감 략이 일차 인 해외진출 동

기가 될 수는 있지만, 궁극 으로 베트남 진출이 

성공했다고 인지되기 해서는 량생산과 지화 

략과 같은 좀 더 장기 인 략이 실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 으로는 자원기반 , 산업기반 , 제도

기반 을 고려한 통합  모형을 설계하고 그 

향력을 증명해 보 다는 것에 있다. 이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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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산업 심의 에서 벗어나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포 인 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향력을 설명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실무 으로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IT

제조기업들이 베트남 혹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해

외로 진출할 때, 갖춰야 하는 역량과 유리한 외부

 환경을 제시할 수 있고,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해 추구해야 하는 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과 이를 보완한 향후 연구 방

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략과 성과차

이를 보다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시간  차

이를 두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편 인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 인 향력을 밝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패 을 

구성하여 시계열 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베트남에 진출한 IT제조기업의 성과를 주

으로 인지된 성과에 더하여, 객 이고 재무

 성과도 측정하 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한 재부정보를 공개하

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들의 입장에 따라 이러한 데

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후속 연구에서는 객

 성과지표를 확보해서 해외진출에 한 ROI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기각된 가설이 많은 것

을 볼 때, 향후 연구에는 IT제조기업의 특성과 진

출국가의 특성을 반 한 변수들(  : 제품의 신

성, 국가의 부패정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은 샘  수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련 회 

는 기 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와 같은 한계 이 있지만, 본 연구는 삼각

략이론이라는 통합 인 으로 기업을 상으로 

실증 연구를 실행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실무 으로는 베트남이라는 특정 시장에 진출하는 

IT제조기업들의 성공 인 략수립과 성과 증

를 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는 기연구

로서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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