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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유출입 규모는 무역규모와 함
께 각국 경제의 개방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무역이 양적인 개방도
를 대표한다면 FDI는 질적이고 실질적인 개방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
우 좋은 잣대이다. 국내로 유입되는 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및 수용 정도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는 한편 국내기업의 외국
에 대한 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주체의 글로벌 마인드와 이에 걸맞은 기술
및 경영시스템 구비 여하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FDI의 규모는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이나 경제주체
가 제도, 의식, 경영능력, 기술 등의 측면에서 얼마나 개방화되어 있고 글로
벌화되어 있는지를 가장 종합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FDI의 유출입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
다.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중국 등 인접 저임금 국가의 개방화 및 경
제개발정책과 맞물려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해
외기업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인직접투자
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제도적으로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도가
높아지고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나 그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매우 작아 직접투자 유출
입 규모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개방도는 아직 매우 낮은 편이다.
FDI의 국내유입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
국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자본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외국자본이 중요한 역할
을 하였으나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산업의 소유를 꺼려 차관 등 부채형태의
도입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겪
으면서 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 이루어지는 FDI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전과 같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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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양적인 투입증대가 아닌 기술진보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의 필
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경영 기법 및 기술이전의 직접적
인 통로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연평균 기준으로 1980년
대에 5억달러 미만이었으나 1990년대에 37억달러, 2000∼2005년에는 66억달
러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렇게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고는 하나 아직까
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06년말 누계기준으로 GDP대비
9.6%에 그쳐 선진국(OECD회원국 평균 21.4%, 2003년)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형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생산성 제고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직접
투자의 유입은 꾸준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비스의 비교역재적인 성
격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에 있어 개방은 직접투자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무역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
듯이 직접투자를 통한 개방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
도록 하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와 맞물려 국내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유수의 다국적 기업은 생산 및 마케
팅은 물론 연구개발 영역에서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조
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조직을 끊임없이 재배치하고 있다. 이윤극대화 또는
비용최소화를 위한 경쟁기업의 글로벌화 움직임에 국내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 및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약화될 가능
성이 크다.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초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투자대상국 기준으로는 전산업의
경우 중국과 미국이 거의 비슷한 규모이며 두 국가에 대한 투자 합계가 전
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40%를 차
지하는 등 개발도상국 비중이 높다.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한 제조업의 해외
진출은 초기에는 신발, 의복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이었으나 최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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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록 전기전자, 수송기계 등 고기술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현상은 시장확보 및 비용절감을 위한 외국 경쟁업체의 글로벌
화 움직임에 대한 국내의 선도 제조기업의 대응이라는 성격이 보다 뚜렷해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기업의 글로벌화 노력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생산이나 고
용창출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06년말 누계 기준으로 GDP대비 8% 정
도에 그쳐 선진국(OECD회원국 평균 26%, 2003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
므로 산업공동화를 논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화 흐름에 맞
추어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로 유입되는 투자규모는 중국, 인도 등 경쟁국의 존재로 인해 안정적인
증가를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FDI 규모가 비록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나 앞에서 살펴본
중요성에 비추어 FDI의 유출입 현황과 전망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직접투자와 같은 장기자본의 유출입은 거시경제의 안정화는 물
론 생산성 제고, 기술진보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도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유출입이 가급적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책자의 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를 둘러싼 FDI의 흐름에 대한 전망 및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FDI관련 논문을 한군데 모은 것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져 있다. 제1부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직접 투자한 유입에 대해 분석한 논문
을, 제2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유출에 대해 분석한 논문을 모
은 것이다. 먼저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서비스산업 선진화나 금융산
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략적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해외직접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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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여섯 개의 논문은 각기 관점을 달리하고 있으나 결론은 매우 유사
하다.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성장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략적으로 적극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투자여건이 불리하여 해
외로 나가는 투자는 가급적 억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등 시장친화적이고 그 효과
가 보다 지속적인 하부구조 구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만이 국제화·개방화된 시기에 상대적인 입지적 우위
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투자처를 결정하는 자본흐름을 가급적 우리나라 경제
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는 것이다. 매우 설득력 있는 정책 권고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정책
당국의 관련정책 수립이나 이 분야에 관심있는 연구자의 연구에 크게 보탬
이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훌륭한 논문의 집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민대 남광희 교
수,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 고려대 강성진 교수, 성균관대 이근영 교수께 감
사드리며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질 높은 논문을 작성해 주
신 윤성훈·전승철·서상원·이대기·전봉걸·권철우·김현정 박사께도 감
사드린다. 특히 논문게재에 흔쾌히 응해주신 네 분의 교수님들께는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 책자를 만드는 실무를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수 연구실장, 김현정·윤성훈 차장과 김미예·허주옥 연구원께는 별도의
감사를 표한다. 또한 표지 및 책자 디자인에 힘 써주신 한국은행 경제교육센
터의 왕희순 기정과 동화인쇄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책자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은 각 집필자의 의견이며 한국은행
의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7년 10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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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우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자본도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및 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공장신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UN무역개발회의(UNCTAD) 통계에 따르면 1980년
대 연평균 600억달러에 불과하던 전 세계 직접투자유입 규모는 2005년 9,160
억달러로 늘어났다. 이중에서 선진국으로의 유입은 5,420억달러, 개도국으로
의 유입은 3,340억달러이며 1,240억달러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흘러갔다. 직접
투자유입 규모는 2004년 27%, 2005년 29% 증가하였으며 2006년 상반기에도
39%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최근 들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선진국, 개발도상국, 체제
전환국 등을 망라한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였고 주가가 회복됨에 따라 국가
간 M&A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2005년 국가간 M&A 규모는
7,160억달러로 2004년에 비해 무려 88%나 증가하였다.
직접투자유입은 주로 금융, 통신, 부동산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과거와 비교할 때 다른 것은 아니나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 유입 비중이 작아진 반면 원자재,
원유 등 1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M&A에
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0년대 들어 60%대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의 비중
은 2004년 28%에서 2005년 21%로 하락하였고 1차 산업의 비중이 동 기간
중 5%에서 15%로 높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해외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절차의 간소화,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확
대, 세금감면, 시장개방 등 직접투자와 관련된 규제완화가 경쟁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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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도 수출시장을 확
보하고 글로벌 가치(생산)사슬에 편입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반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
다. 최근의 직접투자는 과거와는 달리 사모펀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들
에 의한 M&A 규모는 2005년 전체 M&A 규모의 19%에 해당하는 1,350억달
러에 이른다. 이들의 경우 전략적 투자자와는 달리 투자기간이 10년 이내로
짧기 때문에 종종 무리한 구조조정 및 자본회수로 투자 유치국에 외국자본
에 대한 반감을 낳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대선진
국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EU와 미국 등에서 이들의 자국기업
인수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적대적 M&A로부터 원
유, 철강, 통신 등 자국의 기간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경제안보라는 명
목으로 강화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기간산업에 대
한 국영화도 추진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직접투자 유출입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직접투자에 적극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직접투자가 해외로부터의 유
입이든 해외로의 유출이든 자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일 것
이다.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 효과로는 일반적으로 자본형성, 생산성
향상,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수출촉진 등이 거론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첫째, 직접투자의 유입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자본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그리고 유입된 자본이 승수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유
입된 자본이 국내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유휴자본 및 노동력과 결합
할 경우 국내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둘
째, 새로운 자본재가 해외로부터 유입됨으로써 자본심화가 가능해진다. 새로
운 자본재에 선진기술이 체화되어 있을 경우 국내기술도 진보된다. 이에 따
라 생산성도 높아진다. 셋째,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자
회사)에 내부거래로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기술이 직접적으로 국내로 이전
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및 공장 설비를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
서도 기술이 간접적으로 이전된다.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이전된 기술은 여
러 경로(후방연계효과, 전방연계효과,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이동 등)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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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내의 다른 기업에 확산·파급될 수 있다. 넷째, 직접투자는 공장설립을
통해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한다. M&A의 경우에도 고임금의 일자리가 창
출되거나 퇴출위기 기업의 고용이 승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섯째, 외국
인 투자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이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직접
투자의 유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직접투자 유입국의 경제성
장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도 대체로 이러한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그
효과는 투자 유입국의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와 제도적 특성에 의해 크게 달
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선진자본 및 기술의 흡수 능력이 클수록
직접투자 유입의 긍정적인 효과도 커지기 때문이다.
직접투자의 유출과 관련하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일
반적으로 시장확보, 비용절감, 자원확보, 기술확보 등이 거론된다. 이를 좀
더 부연하면 첫째, 기업의 해외투자는 수출장벽이 높은 국가의 시장을 직접
적으로 또는 우회하여 침투하기 위해, 해외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그
리고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경쟁에서 시장을 지키기 위해 이루어진다.
UNCTAD의 서베이 조사에서도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시장확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
도국의 해외투자는 산업에 따라 투자지역이 다르다. 소비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역내 또는 개도국에 투자가 주로 이루어진다. 전기·전자의
경우 역내투자가 대부분이다. 반면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우 선진국 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많다. 둘째, 기업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해외투자에 나서는데 이러한 목적의 투자는 주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된다. 전기·전자 및 섬유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저임금의
개도국에 투자된다. 셋째, 전략적 차원에서 자원확보를 위해 해외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 국영기업이 원유나 가스,
그리고 원자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넷째, 기술확보를 목적으로 한 직접투자는 대부분 선진국간
에 M&A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목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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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중국기업의 IBM 컴퓨터 사업부문 인수 등 개도
국 기업의 선진국 기업인수도 최근 들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앞에서 언
급한 해외투자 목적이 달성될 경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겠지만 해외투자
를 통해 글로벌 경영능력을 경험·습득하고 글로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으
며 선진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얻어진다. 이처럼 제고된 경쟁
력으로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생존·성장할 수 있고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윤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
지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변신은 나아가 자
국 경제의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며 글로벌 경영능력, 선진제도 및 선진금
융에 대한 습득도 자국 경제로 파급되어 경제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해외투자로부터 기업이 얻는 효과는 비교적 단기에 발생하나 경제
전체에 대한 효과, 특히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난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
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즉 해외투자는 국내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업공동화, 일자리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
적으로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외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
이 초기에는 해외로 유출되지만 유출된 자본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본으로 변형되어 유입되기 때문이다. 즉 해외투자로부터 얻는 이윤, 로열
티, 라이선스 수수료가 유입되며 기업간 거래를 통해 수출이 늘어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의 경우 자원 수입이 증
가하나 자원 채취를 위한 자본재의 수출이 늘어나며 수입된 자원을 가공한
재화의 수출도 늘어난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도 주로 수직적 투
자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늘어난다. 그리고 고용
면에서도 해외투자로 저임금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고임금 일자리는
증가한다. 실증분석 결과도 해외투자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국내투자에 대
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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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간접
투자의 유출입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직접투자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금
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상당수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해외에 매각됨에
따라 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신고액 기준으로 1999년 155억달
러에 달하였으나 2007년 상반기에 34억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와는 달리 직접투자 유출 규모는 2002년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2005
년 66억달러, 2006년 107억달러에 달하였다. 2002년 이후 직접투자 유출은
연평균 18% 증가한 데 반해 국내투자는 연평균 2.9%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직접투자 유출에 따른 국내투자 축소 및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유출입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었다고는 하지
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
으로도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UNCTAD는 교육 수준, 정보통신기반, 1인당
GDP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직접투자가 많이 유입될 잠재력을 갖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매우 낮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2004년 조
사대상 122개국 가운데 114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직접투
자 유출입이 확대되고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나라는 멀리 비켜있는 상황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자본을 직접투자 유입을 통하기 보다는 차관 도입으로 조달하
였다. 또한 빠른 경제성장을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기업은 수익률이 높은 투
자기회를 국내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기업은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 정부 역시 직접투자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
었다. 그런데 그 동안 이처럼 직접투자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킨 우리나라의 경우 현 시점에서 직접투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의 투입만으로는 경제를 성
장시키는데 한계에 다다랐으며 기술이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존한 결과가 외환위기의 발생이라는 지적도 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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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기 이후에도 기술진보 즉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어 선진
국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기술집약적 산
업보다는 생산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지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자본수익률
이 하락한 이후 과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 초기
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생산요소의 투입확대 전략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생산요소 투입이 포화상태에 다다름에 따라 추가적인 성장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1인당 GDP가 10년이 넘도록 1만달러대에 머무
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크루그먼
(Paul Krugman)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생산요소 투입의 확대에 따른 결과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높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지
속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 및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육성, 연구개발투자, 인적자원 육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도 대량생산을 위한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아야 한다. 이러한 측
면에서 우리나라도 직접투자 유입을 통해 자본심화, 기술이전, 기술확산과
같은 효과를 얻어내야 한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이점, 높은 교육수
준, 정보통신산업의 발달 등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점을 살린 전략적 직
접투자 유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싱가포르, 영국, 아일랜드도 잠재성장이
둔화되는 위기를 자신의 강점과 결합한 적극적인 직접투자 유치로 극복한
바 있다.
둘째,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탈피하고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직접투자
유입의 확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그 특성상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지 않더라도 자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어 있으면 생존이 가능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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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상품처럼 서비스를 해외에서 수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
육, 법률, 관광, 의료 등의 서비스를 생각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
라의 경우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개방의 문이 활짝 열린 상태는 아니다. 서
비스업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규제완화 및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에의 직접투자 유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편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내자본의 해외진출도 장려해야 한다. 직접투자의 유출은 글로벌
금융시장 및 생산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며
시장, 자원, 기술 등의 확보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접근
을 가능케 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
일수록 직접투자의 유입이 많지만 동시에 유출도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
한다. 따라서 자본의 해외진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을 줄이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세계 각국과 자
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직접투자유출은 생산비 절감 또는 시장확
보를 위한 것으로 공장신설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투자는 국내경제로의
기술이전 효과가 크지 않다. 이보다는 지식 또는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늘어나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림>은 x축을 1인당 GDP, y축을 1인당 직접투자의 순유출(유출 - 유입)
규모로 놓고 각국의 직접투자 순유출 규모의 산포도를 그려본 것이다. 그림
으로부터 경제발전과 직접투자 순유출간의 관계는 평균적으로 U자선 형태
로 나타나며 U자선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를 해석하면 경제발전 초기에는 자본 부족으로 유출보다는 유입이 활
발하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유출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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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득과 직접투자간의 관계

1인당 직접투자 순유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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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도달하면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포
도 상에서 U자선보다도 위쪽에 위치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단
계상 아직까지 유출보다는 유입이 활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
내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접투자 유
입이 더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직접투자 유입이 활발하
지 않기 때문에 직접투자 유출의 확대로 국내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직접투자를 통해 경제를 도약시킨
국가의 공통점인 협조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법인세 감면 등이 효과적일 것
으로 생각된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생산기반의 급격한 해외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등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직
접투자의 유입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직접투자와 관련하
여 연구한 논문 여섯 편을 모은 것으로 직접투자의 방향 즉 직접투자의 유
출과 유입에 따라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에는“외국인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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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역할”
이라는 부제로 네 편의 논문이, 제2부에
는“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및 국내투자와의 관계”
라는 주제로 두 편의
논문이 정리되어 있다. 이들 논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제1편은「우리나라 FDI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국
민대 남광희 교수와 한국은행의 윤성훈 박사가 공저한 논문이다. 저자는 동
논문에서 직접투자유입이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어떤 동력을 제
공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혁신주도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나라 FDI 정
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자본축적이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직접투자도 자본형성보다는
자본심화 또는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별·유치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과 같은 세제상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보조금 제도도 2004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보완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
며 이보다는 국내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시급
한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욱 중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는 노사관계를 보다 유연화하고 법인세 등 조세부담을 좀 더 완화하는
조치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직접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일방적인 정
책보다는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과 국내외 자본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대
한 우호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내자본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국내투자를 억제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FDI 정책의
의도가 뒤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FDI 유입이 비교우위 전략산업 육
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성장잠재력 확보 차원에서 산업경쟁력과 성장동력을 고려
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대상별로 유치활동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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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도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서
비스업의 경우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
하여 유관기관이 산재해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총괄 조정기능의 수행 기구 또는 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1부 제2편은 서울여대의 이종욱 교수와 한국은행의 전승철 박사가 공동
으로 집필한 논문「구조변수를 이용한 산업별 FDI 결정요인 분석과 성장잠
재력 확충에 대한 시사점」
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별 FDI 통계
(1991∼2003년)를 이용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 결정요인을 분
석하였다. 본 논문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
력 확충을 위해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치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
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제조업 전체로
는 1인당 GDP 및 임금격차, 수출, 수입, 산업집중도 등이 직접투자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 임금격차, 수출 및 산업집중도는
FDI 유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수입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제조업을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를 보면 두 부문의 FDI 결정요인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통산업에
서는 소득 및 임금 격차와 산업집중도 등이 FDI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
면 첨단산업의 경우 비용보다는 수출 및 수입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FDI
유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투자 지출
확대가 FDI 유입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저자는 전통산업과 첨단
산업간의 FDI 결정요인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별로 차별화된
FDI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통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 등에서 비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세계
적으로 평판을 갖춘 수출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긴요하며 첨단산업의 경
우에는 FDI 유치를 위해 임금 등 비용 경쟁력보다는 연구개발투자와 교육,
훈련 등 인적자원을 육성함으로써 선진기술의 수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제1부 제3편은 고려대의 강성진 교수와 한국은행의 서상원 박사가 공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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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FDI의 전략적 유치방안」
이다. 서비스업과 제
조업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비교역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직접투자 형태도 투자 유치국의 저임금을 이용하기 위한 수직적
형태를 띄기 보다는 직접적인 수요자를 찾아가는 수평적 형태를 보이는 것
이 일반적이다. 제조업과는 달리 해외로부터 유입된 서비스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충격이 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교육, 의료 등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낙
후되어 있고 서비스업 전반적으로도 개방 및 규제완화 정도가 OECD 평균
에 비해 떨어진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 약화는 국내수요를 해외로 이전함으
로써 매년 교육, 의료, 관광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수지 적자 누적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과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완화, 시장개방 및
투자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직접투자
유치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저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피력하였다. 첫
째, 국내자본이 부족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자본도 동
등하게 투자의 유인을 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즉 국내외 자
본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식시장에
서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동시에 해외수요를 국내수요로 대체하는 과정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
째, 서비스업의 특성상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구지역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만을 허용하는 정책이 아닌 수요가 있는 지
역 모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넷째, 제조업의 중간재이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서비스 및 특허권 사용에 대해서는 국
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급의 국내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마지
막으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 의료 등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
면서 사회후생의 증진이 가능하도록 조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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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4편은「금융허브로의 발전과 금융 FDI의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성균관대의 이근영 교수와 한국은행의 이대기 박사가 공저한 논문이다. 저
자는 먼저 동북아 금융허브의 전제조건인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와 선진화
에 대한 FDI의 역할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글로벌 또는 지역특화 금융허브
로 발전한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FDI의 바람직한 방향
을 살펴보았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과 주요지표간의 차이 검정을 통해 FDI
가 수익성과 생산성 등과 같은 국내 금융산업의 주요지표와 어떤 관계를 갖
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 금융기관이 경쟁을 통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먼저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
서 시장규율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적합한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신기술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산
업 등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자본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고 향후 소매금융과 예대마진 위주의 은행업무보다는 비은행업
무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은행 활성화와 금융전문인력의 육
성이 긴요하다. 저자는 또 실증분석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한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을 조명해 보았는데 증권업을 제외한 은행이나 보험업 등의
경우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보다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금융주권이 위협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그 동안의 구조조정 노력
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금융기관에 비해 오히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
하였다. 따라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동북아 금융허브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증권업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업과는 달리 국내기
업이 외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외국계 증권기관과의 생존경쟁에서 독자적
으로 살아남아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고 동북아 구조조정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였다.
제2부의 제1편은 한국은행의 전봉걸 박사와 권철우 박사가 공저한「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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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이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투자 위축, 산업공동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결정 요인이 중요한 정책적 관
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창업, 노동시장 등과 관련한 기업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본 논문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기업의 경영여건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중력모형
(gravity model)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국별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종
속변수로 하고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의 경영여건을 설명변수에 포함하
는 실증분석 모형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투자대상국의 시간당 노동
비용, 기술수준, 경제규모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경영여건도 국내기업의 해
외직접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인 것을 확인하였다. 즉 국내기
업은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나
타날 가능성이 큰 산업공동화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를 철폐하는 등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일부 공정의 해외 이전과
같은 해외투자는 불가피하겠으나 국내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투자는 국
내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2부 제2편은 한국은행의 김현정 박사가 집필한 논문「해외
직접투자와 국내투자의 관계 분석」
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직접투자 유출이
국내투자를 구축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전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
(1990∼2006년)한 결과 직접투자의 유출이 국내투자를 구축한다는 뚜렷한 증
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전 기간 및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직접투자 유출과 국내투자가 보완관계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을 대상으로 13개 업종패
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대체로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국내투자와 관련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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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도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보완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대선진국 투자의 경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현지 부품조달이 용이한 점 등 때문인 것으로, 대개도국
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부품·자본재·마케팅 등의 현지조
달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기간별로 구분하여 볼 때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로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해외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
어진 점을 반영하여 대체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내생산
과 수직적 연관성이 높은 전기·전자 등 고기술업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실행되어 보완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지금까지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것으
로 보이나 앞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또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투자가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기업과 정책당국은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과
도하게 위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
를 위해 부품·소재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가 국내 연구개발투자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고급기술인력 확보, 규제완
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첨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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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거 우리 경제의 발전을 돌이켜보면 경제개발의 재원이 차관에 의해 주
로 조달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대한 의존도는 낮았다. 따라서 FDI가 우리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FDI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규모에 비해 FDI 유입이 미미하였다. 이는 우리나
라가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데다 정부규제가 강하여 외국
인투자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유인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
환위기를 계기로 외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외자유치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어 대외개방을 전면적으로 단행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개방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맞추어 FDI의 국내 유입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FDI 유입액(신고액 기
준)은 1980년대 연평균 5.5억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89억달러
로 급증하고 1999년에는 155억달러에 달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 유입 규모가 줄고 있지만 2006년 유입액도 112억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외환위기를 계기로 FDI가 급증하여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졌지만 외환위기 와중에 별다른 검증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외국자본
을 유치하면서 문제점도 최근 불거지고 있다. 일부 투기적인 외국자본이 단
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
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외자유치만을 강조하다가 국
내자본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저력이 쇠퇴하
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개발

20 제 1 부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역할
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지식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주도형 신성장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FDI를 통하여 선진 다국적기업의 지식과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FDI 유치전략은 신성장전략의 중요한 기둥
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DI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어떠한 동력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FDI를 유치하는 것이 혁신주도형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FDI 정책의 문제점을 짚
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제Ⅱ장에서는 FDI의 개념을
정의하고 FDI 유입의 추이를 산업별, 지역별로 살펴본다. 눈을 밖으로 돌려
전 세계 FDI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세계 FDI의 패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가를 살펴본다. FDI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제Ⅲ장에서 알
아본다. FDI가 자본형성을 촉진하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
하고, 무역을 증진하는 효과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의 이
론적인 근거를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를 규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FDI 정책의 변천 과정과 현황을 살펴본 후 경제성장 단계에서 어
떠한 FDI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연구해 본다. 또한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단기간에 달성한 주요국(아일랜드, 영국,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FDI가 경제
성장에 어떻게,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FDI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FDI의 현황과 국내외 동향
1. FDI의 개념
자본은 그 출처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조달되는 경우 내자 또는 내국인 투
자라고 하고 외국에서 조달되는 경우 외자 또는 외국인투자로 지칭된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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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투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 차관, 증권투자, 기술이전 등을
총칭하는데 투자목적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외국
인 간접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는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을 목
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FDI는 기업 경영상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FDI는 기
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시켜 해외의 생산요소와 결합하
여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활동의 한 형태이다. 즉 FDI는 외
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 형태를 유지
하거나 사업용 실물자산을 취득한다.
따라서 주식취득의 목적이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주식취득의 목적이 공개되지 않고 불명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식 지분율에 따라 판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투자로 그 미만은 간접투자로 분류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제2조의 4)에 따르면 FDI는 외국인이 내
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
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즉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
나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①임원의 파견 계약의 체결 ②1년 이상의 장기
표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FDI의 정의

대상범위

-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
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① 임원의 파견 계약의 체결,
② 1년 이상의 장기간 제품 및 부품 공급계약 체결,
③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
기차관을 말함

투자형태

-

신주취득
기존주식취득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장기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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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제품 및 부품 공급계약 체결 ③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
는 것과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
상의 장기차관을 포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FDI의 투자형태도 적시하고 있다. 투자형태는 신주취득, 기존주식취
득,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및 장기차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촉
진법상 FDI는 금액기준으로 건당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FDI의 국내 동향
가. FDI 유입 추이
산업자원부에 신고된 FDI 유입액은 1980년대 연평균 5.5억달러에 머물렀
다1)(<그림 1>).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 1996년
에 32억달러에 달하였다.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997년에 70억달러,
1998년에는 89억달러로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155억달러에 달하여 연간기
준으로 가장 많은 유입실적을 기록하였다(<표 2>). 외환위기 직후 외환의 심
각한 부족현상이 다소 완화된 이후 유입실적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2001∼2002년 100억달러 내외의 유입규모를 보였지만
2003년에는 65억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2004년에는 조세감면 축소(10년 →
7년) 계획 등의 영향으로 사전신고가 늘어나면서 유입액도 128억달러로 크
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 116억달러, 2006년 112억달러로 다소 감소하
였다.
우리나라의 FDI 유입실적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규모면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FDI 유치실적이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태
도를 보이지 않은데다 정부규제가 강하여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유인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 여기서는 FDI 유입규모를 산업자원부에 신고한 금액으로 집계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신
고금액은 실제 도착금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의 추세는 큰 차이가
없기에 여기서는 신고금액 기준으로 유입실적을 논하기로 한다. 제Ⅲ장 이후에서는 실제 유입실적
을 기준으로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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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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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및 누계 추이

연도별(백만달러)
18,000

누적(백만달러)
140,000

16,000

유입액

14,000

누계

120,000
100,000

12,000
10,000

80,000

8,000

60,000

6,000

40,000

4,000
20,000

2,000
0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주 : 신고액 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

표2

외국인투자 실적

연도

(백만달러, %)

신고기준

도착기준

도착률

건수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8

1,402

8,858

27.1

5,323

72.2

60

1999

2,104

15,545

75.5

11,015

106.9

71

2000

4,145

15,256

-1.9

10,267

-6.8

67

2001

3,341

11,286

-26.0

5,076

-50.6

45

2002

2,409

9,093

-19.4

3,808

-25.0

42

2003

2,568

6,471

-28.8

5,115

34.3

79

2004

3,077

12,792

97.7

9,262

81.1

72

2005

3,667

11,563

-9.6

9,601

3.7

83

2006

3,111

11,236

-2.8

9,055

-5.7

81

자료 : 산업자원부

우리나라의 외자유치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고 국내투자환경
을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개방화함에 따라 외자유치 실적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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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별·지역별 유입 추이
산업별 FDI 유입실적을 보면 2006년 누계기준으로 전체 유입실적 1,267억
달러 가운데 제조업이 538억달러로서 42.5%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666억달러로서 52.6%를 차지하고 있다(<표 3>). 제조업종내에서는 전기·전
자(14.1%), 화공(7.8%), 운송용 기계(4.8%)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
스업내에서는 금융·보험(17.0%)에 이어 도·소매(13.0%), 음식·숙박(5.4%)
업종이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5.8%, 2004년 48.6%, 2006년 37.8%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1년 64.1%, 2004년 48.0%, 2006년 58.9%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추어
최근 FDI 유입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FDI의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패턴이다.2)
2001∼2006년 제조업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전기·전자(12.0%),
화공(6.0%), 운송용 기계(4.8%)로서 누계기준의 상위 업종과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종내에서는 과거와 최근 5년간의 업종별 유입
실적의 비중에서 거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2001∼2006년 서비스업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금융·보험(23.4%)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이들 기
관의 해외매각이 활발한 데 기인한다. 이에 반해 2004년까지 누계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도·소매업종은 동 기간중 8.7%를 차지하는데 머
물러 비중이 두 번째로 떨어졌다. 그리고 문화·오락업종의 비중이 최근 확
대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별로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 중심의 유럽에서 주
로 유입되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별로는 2006년까지 누계를 기
2) 서비스 비중 증가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관해서는 본장의 제3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다만 우리
나라의 산업별 통계를 편제하는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은 서비스업종에서 제
외하고 있으나, 전 세계 통계를 편제하는 UNCTAD에서는 상기 업종을 서비스업종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적 불일치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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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산업별 투자실적
200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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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백만달러)

2002

2003

2004

2005

누계
(1962~2006)

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광업
제조업

9

7

681 2,911

7

16

582 2,337

18

6

588 1,699

6

1

693 6,217

10

3

745 3,076

10

2

236

422

713 4,246 12,727 53,779

식품

37

624

32

48

31

42

31

118

31

325

18

60

680 4,169

섬유직물의류

38

200

32

56

25

15

19

7

20

29

24

223

669 1,126

7

68

15

52

9

36

7

20

15

85

9

10

247 2,660

화공

81

515

72

141

77

690

67 1,377

86

278

83

의약

13

19

9

45

6

16

19

167

13

8

13

56

278 1,029

비금속광물

20

241

16

65

22

41

15

116

29

376

24

159

477 2,566

금속

35

47

26

507

32

150

41

105

37

29

44

247

782 2,579

기계장비

75

85

73

220

87

241

102

358

118

128

109

전기전자

241

896

188

517

194

299

274 2,949

운송용기계

66

145

71

588

62

121

77

기타제조

68

69

48

96

43

47

41

제지목재

서비스업
도소매(유통)
음식숙박

764 1,911 9,851

361 1,851 4,859

252 1,041

241 1,803 3,636 17,864

907

112

706

114

93

32

72

34

499 1,127 6,140
64 1,069

936

2,600 7,230 1,778 5,122 1,920 4,132 2,329 6,141 2,858 8,301 2,343 6,622 22,579 66,644
1,658 1,490 1,109

587 1,224

945 1,548 1,129 1,936

807 1,437

495 14,463 16,524

103

437

90

815

91

211

99

53

108

307

운수창고(물류)

61

22

54

417

64

116

72

372

75

364

114

568

786 2,688

통신

30

156

16

68

16

505

15

44

18

638

8

50

229 2,077

금융보험

198 1,769

부동산임대
비즈니스서비스업

166 1,023

157 1,650

134 3,221

151 3,920

89 1,114 1,014 6,796

148 3,021 1,538 21,505

50

555

41

566

70

338

85

264

90

959

90

386

292

207

273

223

279

290

478

355

964

341

325

557 4,443

717 3,113 4,978

문화오락

58 2,496

40 1,352

25

24

38

470

65

309

60

308

공공기타서비스

56

55

21

50

64

48

110

60

34

56

24

42 1,618

42

633

49

433

54

184

45

366

577 5,903

5 1,099

3

91

21

405

8

91

9

22

85 3,049

0

1

0

전기가스수도건설

14

51 1,139

전기가스

13

444

4

66

1

0

종합건설

22

627

29

517

33

542

20

28

30

89

25

295

전문직별건설

12

1

7

2

6

1

8

1

16

4

10

49

수도

합 계

0

0

397 6,864
482

6

770

66

317 2,565
169

223

3,341 11,286 2,409 9,093 2,568 6,471 3,077 12,792 3,667 11,563 3,111 11,236 36,119 126,748

자료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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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국가별 유입실적

연 도

국제협력기구
미주지역

(백만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6

0

0

0

0

0

2001~
비중
2006

16

(0.0)

1962∼
2006

272

비중

(0.2)

5,581 4,850 1,842 5,199 3,107 1,938 22,517 (36.1) 45,336 (35.8)

미국

3,882 4,491 1,242 4,718 2,690 1,701 18,723 (30.0) 36,632 (28.9)

캐나다

1,506

261

71

224

193

버뮤다

57

6

6

35

40

8

케이만군도

20

43

301

189

144

버진아일랜드

81

31

166

26

기타

36

18

55

7

아주지역

83 2,339

(3.7)

3,491

(2.8)

153

(0.2)

1,673

(1.3)

95

792

(1.3)

2,401

(1.9)

23

41

367

(0.6)

782

(0.6)

17

10

144

(0.2)

358

(0.3)

2,346 2,270 1,488 4,301 3,512 4,007 17,922 (28.7) 38,079 (30.0)

일본

776 1,404

542 2,262 1,879 2,108 8,971 (14.4) 19,534 (15.4)

싱가포르

188

146

236

376

389

557 1,892

(3.0)

4,043

(3.2)

홍콩

167

234

55

89

820

165 1,531

(2.5)

2,887

(2.3)

말레이시아

785

210

417

167

211

66 1,856

(3.0)

6,939

(5.5)

중국

70

249

50 1,165

68

40 1,643

(2.6)

1,795

(1.4)

대만

314

9

15

17

13

18

386

(0.6)

766

(0.6)

기타

45

18

172

224

132 1,054 1,644

(2.6)

2,115

(1.7)

구주지역

3,108 1,870 3,092 3,213 4,874 5,232 21,390 (34.3) 42,233 (33.3)

독일

459

284

370

487

705

484 2,789

(4.5)

7,279

(5.7)

영국

433

115

871

642 2,308

705 5,074

(8.1)

6,490

(5.1)

프랑스

426

111

150

180

85 1,174 2,126

(3.4)

4,712

(3.7)

벨기에

201

73 1,347

179

54

567 2,420

(3.9)

3,122

(2.5)

162 1,309 1,150

800 5,104

(8.2) 13,775 (10.9)

614

897

(1.4)

2,076

(1.6)

888 2,978

(4.8)

4,779

(3.8)

네덜란드

1,234

451

아일랜드

174

23

15

30

42

기타

181

814

178

387

531

226

2

14

66

37

44

390

(0.6)

494

(0.4)

아프리카지역

9

101

24

12

32

13

190

(0.3)

319

(0.3)

기타

0

0

10

1

1

2

15

(0.0)

15

(0.0)

중동지역

합 계

11,286 9,093 6,471 12,792 11,563 11,236 62,441 (100.0) 126,748 (100.0)

주 : 1개 사업에 여러 국가가 동시에 투자한 경우 국가별로 각각 건수를 계산
자료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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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유입되었는데 전체 유입액의 28.9%에 해당
하는 366억달러이다. 다음으로 전체 유입액의 15.4%에 해당하는 195억달러가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었고 세 번째로는 네덜란드로부터 138억달러가 유입되
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최근 유입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일본, 네
덜란드가 여전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동 기간 중 30.0%의 비중을
차지하여 최근에도 미국으로부터의 많은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
시아 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이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일본과
조세회피지역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로부터의 투자가 감소한 결과이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새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한편 유럽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큰 변화가 없다.
최근 국가별 유입현황을 보면 캐나다, 영국, 벨기에,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FDI의 지역별 구성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
정적이다.
표5

유형별 투자실적1)

(백만달러, %)

M&A형

Greenfield형

구주

인수합병

금액

비중

공장설립 사업장설립

금액

비중

1998

1,245

3,832

5,077

57.3

464

3,316

3,781

42.7

1999

2,333

2,792

5,125

33.0

3,824

6,595

10,419

67.0

2000

1,277

1,588

2,865

18.8

1,667

10,724

12,391

81.2

2001

1,901

748

2,649

23.5

945

7,692

8,637

76.5

2002

714

1,370

2,084

22.9

840

6,168

7,009

77.1

2003

1,759

1,184

2,943

45.5

552

2,976

3,528

54.5

2004

4,634

1,533

6,167

48.2

2,933

3,693

6,625

51.8

2005

4,966

302

5,268

45.6

1,390

4,905

6,295

54.4

2006

4,188

118

4,306

38.3

2,174

4,756

6,930

61.7

주 : 1) 신고기준. 2005년부터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M&A 및 신설형 투자를 구분하기
시작했음. 따라서 이전에 발표된 자료와 상치된다는 사실을 유의
자료 : 산업자원부

28 제 1 부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역할
<표 5>는 FDI의 유형별 투자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FDI의 유형별 투자는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구주취득이나 신주취득하는 M&A형 투자와 제조업의
공장설립이나 서비스업의 사업장 설립으로 이루어지는 신설형(greenfield)
투자로 분류된다. M&A와 신설형 투자의 비중은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신
설형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8년에 M&A형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였
지만 이후 최근까지 신설형 투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04
년까지 신설형 투자의 비중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다국적기업들
이 경쟁력 제고, 핵심기술의 확보, 잠재시장의 선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경간 M&A에 나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M&A형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가 국내 FDI에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국내 기업
에 대한 M&A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M&A형 투자가 급감함에 따라 다시
신설형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3. FDI의 해외 동향과 한국의 위상
가. FDI의 해외 동향
1980년 후반부터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면서
FDI는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을 겪었다. 1980년에 FDI 유입액은 550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2,086억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
도 전년에 비해 29%나 증가한 9,160억달러에 달하였다.3) 동 기간 동안 전
세계 경제규모가 GDP를 기준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FDI의 증가가 얼마나 괄목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세계경제가 개방화되
고 글로벌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한 FDI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증가
세를 계속 유지하였다. 특히 1999년 이후 세계 각국의 투자관련 규제가 완
화되고 신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대규모 M&A가 증가한데 힘입
3) 전 세계 FDI 자료의 출처는 UNCTAD이다. UNCTAD기준에 따르면 FDI 유입액은 순도착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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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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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FDI 유입 추이(1980∼2005)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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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체제전환국(economies in transition)이 맨 아래, 개발도상국(developing economies) 영역
이 중간, 선진국(developed economies)의 영역이 맨 위이다. 세 영역을 합치면 전 세계 총합
(world total)이 된다.
자료 : UNCTAD, FDI statistics

어 FDI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전 세계 FDI 유입
액이 사상 최대인 1조 3,88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증가세가 둔
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FDI 유입의 대부분은 선진국으로 흘러들어 간다. 1980년
전 세계 FDI의 84.6%가 선진국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개발도
상국에 대한 FDI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FDI의 36.0%가 개발도상국에 유입되었다. 2003년 전 세계 FDI가 감소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의 유입은 전년대비 9.1% 증가하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전체 개발도상국 FDI의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홍콩
포함)이 아시아 지역으로의 유입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FDI 유입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표 6>에는 FDI 유
입 성과지수(inward FDI performance index)가 제시되어 있다. FDI 유입
성과지수는 FDI 유치국가의 경제적 규모에 비해 유치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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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성과지수

지역

1988∼1990

2002∼2004

2003∼2005

전 세계

1.000

1.000

1.000

선진국

1.007

0.838

0.807

개발도상국

0.967

1.532

1.596

아시아

1.019

1.501

1.605

1.632

1.899

1.962

동·동남아
자료 : UNCTAD

를 나타내는 지수이다.4) 성과지수가 1보다 크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에 비해 FDI 유치실적이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성과지수가 1보다 작
으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유치실적이 저조한 것을 의미한다.
FDI 유입 성과지수에 따르면 선진국에 대한 유입실적은 둔화하는 추세인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FDI 유입이 양호한 추세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 그
가운데서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유입실적은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적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FDI 유입실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한국의 성과지수는 매우 저조하다. 2003∼2005년 한국
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114위에 머무르고 있다. <표 7>은 국가별 FDI 유입
성과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 140개 국가 가운데 상위 10개 국가와
하위 10개 국가의 성과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홍콩이 3위, 싱가포르는 5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순위
의 국가는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실적은 저조한 상태이지만 외국인직접
4) 즉 전 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개별 국가의 유치실적의 비중을 유치국가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으로 나눈 비율로서 다음과 같다. 즉 iFDI/FDI . 여기서 FDI는 FDI 유입액을 나타낸다.
iGDP/GDP
5) UNCTAD가 편제하는 FDI 잠재력지수는 다음의 12개 변수의 단순평균으로 구성된다. 1인당 GDP,
GDP성장률, 수출의 GDP비중, 정보통신 기반시설(인구 1,000명당 유선전화 및 이동통신 가입자
수), 1인당 상업적 에너지 사용량, R&D지출의 GNI 비중, 고등기술학생의 인구비중, 국가위험도, 자
연자원의 세계수출비중, 전자 및 자동차 부품수입의 세계비중, 서비스 수출의 세계비중, FDI 유입
스톡의 세계비중으로 이들 변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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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성과지수 순위(2003∼2005)
상위 10개국

순위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홍콩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레바논
몰타
불가리아
콩고

1
2
3
4
5
6
7
8
9
10

하위 10개국

순위

(한국)
쿠웨이트
이란
말라위
네팔
리비아
카메룬
볼리비아
예멘
덴마크
수리남

(114)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주 : 1) 분석대상국가는 141개임.
주 : 2) 순위는 당해 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년 평균치임.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표8

상위 20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잠재력 지수 순위
국가

1990

1995

미국
영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카타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벨기에
홍콩
프랑스
한국
호주
대만
스위스

1
3
2
..
15
5
6
4
27
19
8
14
9
..
20
7
21
12
22
11

1
6
2
..
3
4
8
5
23
21
11
18
14
..
16
7
17
12
22
13

주 : 1) 분석대상국가는 141개임.
주 : 2) 순위는 당해 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년 평균치임.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2000

2002

2003

2004

1
3
5
..
2
4
6
7
16
19
8
15
9
..
13
12
18
20
21
14

1
3
4
..
2
5
7
10
8
9
12
14
11
..
13
15
18
21
20
17

1
2
3
..
5
4
7
9
8
10
11
13
12
..
14
15
16
20
17
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2 제 1 부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역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UNCTAD는 FDI
유입 잠재력 지수(inward FDI potential index)를 편제하였다.5) 이에 따르
면 한국의 잠재력 지수는 전 세계에서 20위 내외의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8>은 상위 20위까지의 FDI 유입 잠재력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0년 20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16∼18위 내외에서 안정
적인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은 과거에 비해
잠재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0년 15위에 머물렀으
나 2000∼2002년 기간에는 2위로 올라섰다. 아일랜드도 1990년 17위에 불과
하였으나 2000년 이후 8위 내외로 상승하였다.
표9

높은
FDI
잠재력

낮은
FDI
잠재력

세계 각국의 FDI 유입성과와 잠재력
높은 FDI 성과

낮은 FDI 성과

호주, 바하마, 바레인, 벨기에, 보츠와나,
브루나이, 불가리아, 칠레, 중국, 크로아
티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체코, 도미
니카, 핀란드, 홍콩,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요르단, 카자키스탄, 라트비
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
레이시아,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
나마,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싱가포
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
웨덴, 토바고,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라
루스,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란, 이태리, 일본, 쿠웨
이트, 멕시코, 노르웨이, 오만, 필리핀,
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대만, 태국,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알바니아, 앙골라, 아르메니아, 아제르
바이잔, 볼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에
쿠아도르, 그루지아, 가이아나, 혼두라
스, 자메이카, 키르기즈스탄, 말리, 몽
고,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카라
구아, 나이지리아, 몰도바, 루마니아, 수
단, 타지키스탄, 우간다, 탄자니아, 베트
남, 잠비아

방글라데시, 베닌, 카메룬, 부르키나 파
소,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이집트, 코트
디보아르, 콩고,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구아테말라, 기니, 하이티, 케냐, 마다가
스카르, 니제르, 말라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
루,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프
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수리남, 시리아,
마케도니아, 토고, 우루과이, 우즈베키
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짐바브웨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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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의 경제력 규모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할 잠재력은
상당히 높으나 실제 유입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UNCTAD가 국가별
로 FDI 잠재력과 실제성과를 분류한 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표 9>에서 한국은 높은 FDI 잠재력을 가졌지만 실제 유입실적은 저조
하여 잠재력 이하(below potential)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홍콩,
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 등은 높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실제 유입실
적도 양호한 국가로서 선두(front-runners)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나. 투자패턴의 변화

FDI의 산업별 추이를 살펴보면 산업별 비중에 변화의 패턴이 일어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이 두드
러지고 있다. 즉 서비스 FDI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FDI의 구성이 서비스 부
문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 시작하
여 개발도상국가 및 체제전환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그림 3>은 FDI 유입의 산업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989∼1991년 전 세
계 FDI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서 2001∼2002년 67%로 높아
졌다.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39%에서 24%로 하락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서
그림 3
(%)
8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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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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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

산업별 FDI 유입 비중 추이

1차산업(Primary)
제조업(Manufacturing)
서비스업(Services)

1987

1990

1995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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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의 비중이 더욱 높다. 1989∼1991년 58%에서 2001∼2002년 73%로 상
승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거 제조업이 다수를 점하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이 다수를 점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1989∼1991년 35%에 불
과하던 서비스업의 비중이 2001∼2002년 50%로 상승하여 전체 산업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서비스업 비중의 상승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하나
는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활동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
다.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여
2001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경우 72%, 개발도상국의 경우 52%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이 전 세계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20%에 불과하다. 이는 서비스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인 비교역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재화와 달리 저장이 불가능하므로 소비가 발생하는 지역
에서 직접 생산되고 공급될 필요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역성
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FDI를 통하여 현지 사업장 개설이 확대되는 추
세이다.

1990년대 M&A는 다국적기업이 현지국에 진출하거나 확장하는 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 수단이 되었다. 사실 M&A는 199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
로 FDI 붐을 일으킨 주요인이었다. 다국적기업은 현지국에 진출하기 위한
신속하고 실제적인 수단으로 M&A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또는 지
역별 사업재구성 작업(global or regional restructuring)을 위해서도 국경
간 M&A(cross-border M&A)를 활용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현지국에 새
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는 신설형 투자보다는 기존회사를 인수·합병하여 새
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M&A형 투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M&A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현지국 진출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은
행산업의 경우 현지국에 새로운 지점 개설을 통하여 진입하는 경우는 드물
다. 이보다는 기존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현지은행을 인수·합병함으로써
현지국에서의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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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0년대 들어 세계적 규모의 경제를 가진 정보통신업계의 네크워크
업(network industry)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SOC관련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서 M&A시장에 출회되면서 국경간
M&A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었고 이것이 M&A형 투자가 FDI의 주요 유형이
되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림 4>를 통하여 M&A의 구체적인 실적을 살펴볼 수 있다. 1987년 M&A
규모는 745억달러에 불과하였다.6)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M&A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조 1,438억달러에 달하여 사상최고치
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M&A 실적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2004년에는 M&A 규모가 3,810억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전체 FDI
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6.8%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시현하여 2000년에는 전체 FDI의 82.4%가 M&A의 형태로 이루어
졌다. 이후 M&A의 비중이 다소 하락하여 2004년에는 전체 FDI의 53.6%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4

M&A 실적 및 FDI 유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억달러)
14,000

(%)
90.0
80.0

12,000

70.0
10,000

60.0

8,000

50.0
40.0

M&A
M&A/FDI

6,000

30.0

4,000

20.0

2,000
0

10.0
1987

1991

1995

1999

2003

0.0

자료 : UNCTAD, FDI statistics
6) M&A실적은 유치국(host country)의 매각(sales)액으로 집계하거나 모국(home country)의 매입
(purchases)액으로 집계할 수 있으나 두 금액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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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지역별 FDI 중 M&A 비중

(%)

전 세계

선진국

개발도상국

1987

53.0

60.0

13.7

1988

70.1

84.2

7.3

1989

72.8

83.7

13.0

1990

74.7

86.4

20.0

1991

52.1

67.6

8.2

1992

46.5

63.2

11.8

1993

37.1

50.4

13.9

1994

50.0

75.9

13.9

1995

54.8

78.8

11.2

1996

57.9

82.3

20.2

1997

62.3

94.5

17.5

1998

74.7

99.5

11.5

1999

69.6

81.4

27.8

2000

81.1

95.0

19.0

2001

71.4

87.8

26.4

2002

59.9

77.1

17.0

2003

53.2

71.2

18.0

2004

53.5

82.7

15.3

주 : 1) M&A자료는 취득(purchases)기준임.
주: 2) 비중은 M&A 취득(purchases)금액을 FDI 유입금으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 UNCTAD, FDI statistics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진국은 M&A를 통한 FDI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10>).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M&A를 통한 FDI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즉 선진국의 경우 M&A가 FDI 유입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전 세계 기준보다 높았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 세계 기준보다
낮았다.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
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M&A형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2000∼2001년에
사상 최대의 비중을 기록한 이후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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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DI와 경제성장
FDI는 투자 유치국에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미친다. Caves(1982)는 외국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기술, 경영 등 생산요소를 투자 유치
국에 이전하는 자원이전효과(resource transfer effect), 외국기업의 수출입
성향에 따라 투자 유치국에 미치는 무역 및 국제수지 효과(trade and
balance-of-payment effect),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국 시장에 진입하는데 따
른 경쟁효과 등의 세 가지 효과를 언급하였다.
WTO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연구반(working grou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investment)에서는 FDI 유입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
과를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본형성 효과, 기술과 경영 노하우 전파효과,
수출시장 접근 효과, 기업가 양성 및 전후방 연계효과, 경쟁효과, 고용효과,
국제수지와 거시경제안정 효과 등이다.
한편 Moosa(2002)는 FDI 유입이 투자 유치국에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효과를 세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자본확충 효과, 생산과 성장효과, 고용과
임금 효과, 국제수지 효과, 무역 효과, 생산성 효과, 기술 효과, 훈련 효과,
산업간 연계 효과, 시장구조 효과, 환경 효과 등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효과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FDI에 의한 자본 확충효과는 국제수지 효과
및 생산증대 효과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더구나 Moosa가 언급한 FDI
의 성장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는 기술이전 효과와 중복된다. 왜냐하면
기술전파는 성장과 생산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대상은 FDI가 투자 유치국의 경제성
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먼저 FDI가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을 알아보고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FDI의 효과 가운데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본형성 효과,
생산성 증대효과, 고용 효과, 무역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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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기여도

(조원, %)

국내제조업

외투기업

비중

1997

434.9

44.0

10.1

1998

425.0

48.2

11.3

1999

480.2

64.0

13.3

2000

564.8

73.5

13.0

2001

583.8

86.6

14.8

1997∼2001 증가분

148.9

42.6

28.6

주 : 제조업 기준
자료 : 산업연구원, 2001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분석, 2002.

(FDI의 경제적 비중)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FDI가 GDP의 장기적인 추세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서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FDI
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2001년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은 87조원으로서 국내 제조업
전체 생산액 584조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표 11>).7) 1997년에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생산이 차지하던 비중이 10%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그 동안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증가가 국내기업을 능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에서 2001년간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액은 149조원 증가하였는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액은 43조원 증가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 증가액이 동 기간 국내 제조업 생산 증가에 29% 기여하였다.

(FDI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경제성장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그 원인들과 경제
성장간의 인과관계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경
7) 산업연구원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표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추
정하고 그 수치를 제조업 전체의 생산액과 비교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01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분석(200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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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을 분석하고자 하는 실증분석의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드
물다.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직
면한다. FDI 유입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중요
한 자본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한편 FDI는 현지국의 생산성과 수출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생산성 향상은 수출을 더욱 촉진한 효과를 가진다. 나아
가 투자 유치국의 제도적 특성, 예를 들어 법적 시스템, 재산권 보호, 부정
부패 정도 등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FDI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FDI는 여러 경
로를 거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편 경제성장에 의해 FDI가 촉
진되기도 한다. 한편 여러 경제적, 제도적 요인들은 FDI와 경제성장에 동시
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온전히 추출해 내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몇 가지 연구는 FDI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량분석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접근
을 시도하고 있다. 하나는 장기 횡단면분석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계열분석
법이다.
먼저 장기 횡단면분석법에 따른 연구는 Blomstrom, Lipsey, and Zejan
(1994)과 Borensztein, De Gregorio and Lee(1995) 등이 있다. Blomstrom
et al.(1994)은 1960∼1985년의 101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FDI가 경
제성장률과‘정(＋)’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8) 즉 FDI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1인당 GDP 증가율 간에 유의한‘정(＋)’
의 상관
관계를 찾았다. 그런데 FDI 유입이 경제성장에 유의한‘정(＋)’
의 효과를 발
휘하는 국가군은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가군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가운데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군이었다. 따라서 FDI로부터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술
과 생산성 향상을 얻게 되는 혜택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게는 크지 않다
8) Blomstrom et al.(1994)은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추정식에서 초기 소득수준(미국대비), 교육, 물가, 노
동시장참가율 등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이외에 기계 및 수송장비 수입을 체화된(embodied) 기술
의 유입을 대변하는 변수로, FDI를 분리된(disembodied) 기술의 유입을 대변하는 변수로 이용하였
다. 따라서 FDI는 자본형성보다는 기술전파효과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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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이다. 즉 투자 유치국의 기술수준이 너무 뒤쳐져 있다면 다국적기업
으로부터 혜택을 받기가 오히려 힘들다는 점이다.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기
술을 전파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유치국의 기술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
Borensztein et al.(1995)도 1970∼1989년 69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증분
석에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 FDI가 개발도상
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적자본
으로서 교육변수와 곱해진 FDI는 경제성장에‘정(＋)’
의 유의한 효과를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FDI 유입에 따
른 경제성장의 혜택을 더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FDI는 국내투자를
구축(crowd-out)하는 영향은 없다고 분석하였다. FDI의 유입은 오히려 국
내투자를 1.5∼2.3배까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FDI가 국내투자를 구축하기보다는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FDI는 국내의 자본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도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DI는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
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Dunning(1993)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은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활동을 영위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따라서 FDI 유입은 현지국의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따라서 경
제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자본형성 효과
FDI는 자본의 유입으로 투자 유치국의 투자를 증가시켜 투자의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투자 유치국 유휴자원과
의 결합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다만 투자 유치국이
완전고용 균형을 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형성의 증가보다는 국내기업
의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선진 다국적기업은 자본조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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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국내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기업은 선진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필요
한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형성 효과는 투자 유형에 따라 달
라진다. 신설형 투자는 직접적으로 자본을 증가시켜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
날 수 있다. 반면 M&A형 투자는 그 자체로는 자본형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다. 다만 M&A 투자로 지불된 자금이 현지국의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된다
면 간접적으로 자본형성을 도울 가능성은 있다.
반면 FDI가 국내자본형성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Lall and
Streenten(1977)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에 의해 현지국에 유입되는 자금이 실제
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신용도가 높은 다국적기업이 현지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투자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FDI가 국내 자본형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FDI 순유입액과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그림 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DI 순유입액은 1992∼1997년 연간 13억달러에 불과하였
다. FDI 순유입액이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에 불과한 미
그림 5

국내 FDI 순유입액과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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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자본의 도입이 적극적
으로 유치되면서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FDI 순유입액이 증가하였다. 1998
년 50억달러로 대폭 증가한 FDI 순유입액은 1999년 94억달러에 달하여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FDI가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에는 4.8%로 급격히 높아졌고 1999년에는 7.1%에 달하였다. FDI 순유
입액은 2000년에는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든 86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이후
순유입액이 급격히 줄어들어 2001년에는 37억달러로 줄어들고 2002년에는
29억달러로 감소하였다.

2. 생산성 효과
가.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기술이 앞선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자본재가 생산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즉 한 국가내의 자본재의 수가 얼마나 다양한지가 얼마나 기술이 진보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측도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재의 수가 많아지
는 과정 - 자본이 심화되는 과정을 기술이 진보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경
제성장 관련 연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FDI가 자본심화를 통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Borensztein et al.(1995)은 이론적으로 규
명하고 있다. 동 모형을 조금 더 단순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통하여 최종소비재를 생산한다.
Yt＝AtHtαKt1－α

(1)

여기서 At는 기술수준, Ht는 인적자본, Kt는 물적자본을 각각 나타내며 기
술수준이 고정되어 있고 인적자본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즉 A t ＝A,
Ht＝H이다.
물적자본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자본재로 집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구체
적으로 국내자본스톡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

K＝ ∫0 [x(j)1－αdj] 1－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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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총자본은 x(j)로 표시된 다양한 자본재의 집계치이다. 국내에 존재하는
자본재 종류를 N개라고 하자. 그 가운데 국내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개수를
n개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의해 생산되는 개수를 n*라고 하자. 즉 N＝
n＋n*이다.
자본재를 생산하는 개별기업은 임대료 m(j)를 받고 최종재 생산기업에 자
본재를 임대한다고 가정한다. 개별 자본재에 대한 수요는 임대료와 한계생
산성이 일치하는 데서 결정된다. 즉
m(j)＝A(1－α)Hαx(j)－α

(3)

선진국으로부터 새로운 자본재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
본재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도입(technology adoption)은
비용이 수반되며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 생산되기 이전에 고정비용 F가 발
생한다고 가정한다. 고정비용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n*)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은 선진국에서 기개발
된 지식 또는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술진보의
주요 경로가 된다. 한편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자본재의 수(N*)에 비해 국내
에서 생산되는 자본재의 수(N)가 많을수록 고정비용은 감소한다고 가정한
다. 달리 말해 최첨단 제품보다 개발된 지 오래된 기존 제품을 도입하는데
고정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9) 따라서 고정비용 F의 함수형태는
다음과 같다.
F＝F(n*,

N
)
N*

(4)

∂F
∂F
＜0,
＜0이다.
∂n*
∂(N/N*)
새로운 자본재를 도입하는 개별기업은 위에서 살펴본 고정비용 이외에도
여기서

매기 유지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달리 말해서 x(j)의 생산에서 한계비
용이 1이라고 가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본재 j를 생산하는 기
9) 이는 Grossman and Helpman(1991)이 논의한‘quality ladder’
의 개념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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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다.
∞

1

s＝t

r s－t

Πt(j)＝ ∑

[m(j)x(j)－x(j)]－F(nt*, Nt/Nt*)

(5)

자본재 j에 대한 수요의 제약조건하에서 위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통하여 자본재 x(j)에 대한 식을 도출할 수 있다.
x(j)＝(1－α)2/αA1/αH

(6)

여기서 기술수준과 인적자본이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자본재 x(j)도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x(j)를
수요식에 대입하면 임대료 m(j)를 구할 수 있다.
m(j)＝

1
1－α

(7)

자본재 생산시장에 진입장벽이 없다면 균형에서 이윤은 영이 될 것이다.
이 조건을 이용하면 이자율 r은 다음과 같다.
r＝

ÃH
F(n , N/N*)
*

(8)

여기서 Ã＝α(1－α)2/α－1A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하자.
∞

∑ βs－t(

s＝t

Ct1－σ
)
1－σ

(9)

여기서 Ct는 최종재 Yt 가운데 소비되는 부분이다. 이 때 소비의 최적경로
는 다음과 같다.
Ct＋1
＝[βr]1/σ
C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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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균형성장경로(balanced-growth path)에서의 소비의 성장률은 소
득의 성장률과 동일하므로 균형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ÃH
]1/σ
*
F(n , N/N )

G＝[β

*

(11)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자본재의 수(n*)로 나타난 외국인직접
투자(FDI)는 새로운 종류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고정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
을 한다. 이를 통하여 경제의 균형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종류의 자본을 도입하는 고정비용은 후진국일수록 적게 든
다. 선진국에 비해 자본재의 종류가 적을수록, 즉 N/N*의 비율이 낮은 후진
국일수록 기술도입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FDI가 경
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인적자본의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 즉 현지국의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FDI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진다. 이는
현지국의 수용능력(absorptive capability)이 높을수록 FDI가 현지국의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 모형을 통하여 알아본 FDI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주로 체화된
자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외국인투자자본에 선진기술이 체화되어 있다면
동 자본의 도입자체가 현지국의 기술진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
고 이는 자본심화를 통하여 현지국의 기술을 진보시키는 동시에 현지국의
자본축적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의 이론적 결과를 69개 개도국의 1970∼1979년과 1980∼1989년의 두 기
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DI는 경제성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FDI의 GDP대비 비율이 1%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DI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각국의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인적자본이 높은 경우 FDI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직접투자로 도입되는 선진기술이 인적자본으로 대
표되는 흡수능력과 상호작용을 일으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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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해외기술이 국내로 이전되는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
내기업이 외국의 기술도입선과 계약을 통하여 해당 기술을 직접 도입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선진기술이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체화되어 국
내에 유입되는 형태이다.
FDI를 통하여 해외 기술이 국내로 이전되는 방식도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형태를 띤다. 먼저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에 직접적인 기업
내부거래에 의하여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해외 기술이 국내에 직접 도입되
는 형태를 가진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및 시설재의 도입을 통하
여 이들 자본 및 시설에 체화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간접적인 형태를 통
하여 기술이 도입된다.
이와 같이 도입된 기술은 기술확산(technology diffusion) 단계를 거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내 다른 기업에 전파된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기술
파급효과는 크게 후방연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전방연계효과
(forward linkage effect), 연구개발(R&D) 활동 및 인력이동에 의한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
후방연계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부품업체, 설비조달업체 또는 국
내 하청기업으로부터 부품이나 설비를 공급받거나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국
내 협력기업들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는 경로에서 발생한다.11) 한편 전방연계
효과는 국내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한다.
즉 생산된 제품이 중간재 형태로 다른 국내 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투입됨으
로써 기술력 제고를 가져온다. 또한 FDI는 현지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이나 기
술연수 프로그램에 의한 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인적자본에 체화된 형태로
기술파급효과를 가진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선진경영기법을 모회사로부터 도
10) 기술이 국내 여타 기업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다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왕윤종
(1994)은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도입된 기술이 국내에 확산되는 경로로써 1) 현지고용을 통한 학습
효과 2) 현지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 3) 현지법인의 기술개발투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11) 후방연계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McAleese & McDonald(1978), Lall(1980) 등이 있다.
McAleese & McDonald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 부품조달과정을 통하여 생산성이 확산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Lall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 설비공급자의 생산시설 설치 과정, 부품공급자에 대
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과정에서 생산성이 파급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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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게 되는데 이들 기업에 고용되어 기술 및 경영기법을 익힌 기술인력 및
경영자들이 다른 국내기업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이 창업하는 과정을 통
하여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을 확산시키게 된다.
물론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외국인투
자기업은 연구개발을 주로 모기업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현지국에서는 핵심
적인 연구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제조업 다국적기업들은 연구개발의 80% 이상을 자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
리고 핵심기술은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저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
내기업에 파급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R&D현황)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국내 R&D활동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
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지분율 100%) 산하 R&D
조직은 2002.3월말 현재 122개에 달한다(<표 12>). 이 가운데 부설연구소는
102개이고 R&D전담부서는 20개이다. 그런데 전체 R&D조직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61개의 조직이 외환위기 이후 설립되었다. 최근의 외국인투자기업
표 12

외국인투자기업의 R&D 조직현황

(개, %)

R&D조직
연구소

설립연도별

전담부서

계

‘97년 이전

55(53.9)

6(30.0)

61(50.0)

‘98년 이후

47(46.1)

14(60.0)

61(50.0)

미국

46(45.1)

5(25.0)

51(41.8)

유럽

35(34.3)

6(30.0)

41(33.6)

일본

13(12.7)

5(25.0)

18(14.8)

기타

8(17.8)

4(20.0)

12(19.8)

대기업

27(26.5)

10(50.0)

37(30.3)

중소기업

75(73.5)

10(50.0)

85(69.7)

102(100.0)

20(100.0)

122(100.0)

국가별

규모별
계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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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상장등록 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대비 비율 비교

년도

2002

2003

(십억원, %)

2004 상반기

구분

연구
개발비

매출액
대비
비율

연구
개발비

매출액
대비
비율

연구
개발비

매출액
대비
비율

외투기업

22,071

2.14

32,198

2.78

16,159

2.40

국내기업1)

29,317

1.72

42,368

1.76

17,279

1.65

주 : 1) 삼성전자 제외
자료 : 산업자원부

의 R&D조직의 신장세가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산자부의「외투기업 상장경영실적 분석 보고서」
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의 매출액대비 R&D투자 비율은 2004년 상반기 기준으로 2.4%에 그치고 있
다(<표 13>). 그러나 국내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은 1.65%에 불과
하다.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격차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유지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R&D투자 활동이 국내기업에 비해 활
발하다고 판단된다.

다. FDI의 생산성 개선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FDI가 국내 생산성 개선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계량분석을 행하
였다. 산업자원부의「외국인투자기업현황」
에 수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
으로 (주)한국신용평가의「Kis-Line」
의 기업정보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는 이병기(2002)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영업을 계속한 기업(surviving firms)으로「KisLine」에 수록된 기업은 모두 2,336개이며 이 가운데「외국인투자기업현황」
에
수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모두 260개사이다.「Kis-Line」데이타 베이스에서
매출액, 유형고정자본, 근로자수 등의 자료를 입수하였다.12) 외국인투자기업
12) 매출액과 유형고정자산은 물가지수를 통하여 구한 불변 값이 회귀분석에 이용되었다. 매출액은
『국민계정』
의 산업별 물가지수, 유형고정자산은 자본재 가격지수로 디플레이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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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실증분석 대상 기업 현황
매출액

(십억원, 명, %)

유형고정자산
외투/전체

1997

1998

1999

2000

외투

40,824

전체 243,876
외투

38,764

전체 250,007
외투

50,153

전체 280,848
외투

60,366

전체 330,118

16.7

15.5

17.9

18.3

근로자

외투/전체

외투

15,682

전체 102,302
외투

21,149

전체 133,996
외투

25,137

전체 146,256
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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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7

전체 151,780

15.3

15.8

17.2

16.3

외투/전체

외투 179,437
전체 992,832
외투 154,134
전체 844,405
외투 179,540
전체 871,534
외투 172,652
전체 895,863

18.1

18.3

20.6

19.3

이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은 조사대상기간 15∼18%를 차지
한다(<표 14>).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1998년에 매출액
비중이 15.5%로 떨어졌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00년에는 18.3%를 기록하
였다. 유형고정자산13)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간 중 15∼
17%를 유지하였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20%를 나타내었다. 이
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외국인투
자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FDI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기여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추정식은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lnYit＝α
KlnKit＋α
LlnLit＋FDIit＋

it

(12)

여기서 Y는 생산, K는 자본, L은 노동, 그리고 FDI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각각 나타낸다. 따라서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한 것
이다.
13)‘대차대조표상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기타 유형
고정자산의 합’
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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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t＝AitKitαKLitαL

(13)

이 때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은 다음과 같다.
Ait＝Yit－α
KKit－α
LLit

(14)

따라서 위의 추정식에서 생산요소를 제외한 독립변수는 생산성(TFP)에 미
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14) <표 15>에 제시되어 있는 추정결과에
따르면 FDI가 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FDI의 계수가‘정(＋)’
의 값으로 나왔다. 또한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FDI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효과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추정식을 연도별로 횡단면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16>
은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R2값은 <표 16>에 나타난 pooling 회귀분석
의 추정결과와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도 거의 차이가 없어서
추정식의 설명력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FDI의 추정계수의 절대적인 값이 1997년에는 0.0979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0.2080까지 기록하였다.
표 15

FDI가 TFP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추정계수

t -값

C

9.4260***

110.7509

`ln`K

0.2641***

37.6665

`ln`L

0.6895***

72.9416

FDI

0.1565***

6.8507

R-squared

0.6976

주 :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14) Ait를 종속변수로 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식을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α
K 및α
L과 같은 생산요소에 지불하는 비용의 비중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부족한 점을 감안
하여 위의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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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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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회귀분석 결과

연도

1997

1998

1999

2000

C

9.6810***
(58.0164)***

9.4271***
(56.9595)***

9.3394***
(54.5610)***

9.5521***
(53.9351)***

`ln`K

0.2467***
(17.6850)***

0.2617***
(18.9713)***

0.2760***
(19.5799)***

0.2483***
(17.2424)***

`ln`L

0.6911***
(38.2095)***

0.6737***
(35.2901)***

0.6757***
(35.3789)***

0.7337***
(37.8750)***

FDI

0.0979**
(2.2889)***

0.1270***
(2.7919)***

0.1933***
(4.2339)***

0.2080***
(4.3817)***

R-squared

0.7105***

0.6919***

0.6987***

0.6977***

주 : 1) ( ) 내는 t-값
2)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또한 통계적 유의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졌다. 따라서 최근으로 올수
록 FDI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고용 효과
FDI는 새로운 공장설립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발
휘한다. 또한 FDI를 통해 망해가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높은 생산성에 힘입어 고임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FDI가 투자 유치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는 FDI가 투자 유치국의
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FDI가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의 경우 제조업 노동자
의 70%가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종사자들이다. 한편 FDI가 노동집약적인 산
업에 유치될수록 고용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FDI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로 언급되는 점은 다국적기업이 R&D
등 기술집약적인 활동은 모기업에서 진행하는데 반해 투자 유치국에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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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 기여도

(천명, %)

국내제조업

외투기업

비중

1997

2,698

149

5.5

1998

2,324

136

5.9

1999

2,508

200

8.0

2000

2,653

193

7.3

2001

2,648

219

8.3

1997∼2001 증가분

-50

70

..

자료 : 산업연구원, 2001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분석, 2002.

임금의 일자리만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 유치국의 동
종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저임금의
일자리만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정리한 <표 17>을 보면 2001년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고용은 22만명으로 국내 제조업 총고용 265만명의 8.3%에 해당한다.
국내 제조업은 2001년 고용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은 증가하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전체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1%포인트 상승하였다.
1997∼2001년 국내 제조업의 총고용은 5만명 감소한데 반해 외국인직접투
자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7만명 증가하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
기 극복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이 고용조정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데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덜했고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을 확대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4. 무역 효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무역지향성이 높기(trade-intensive) 때문에
투자유치국의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제
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판로를 지원하여 투자 유치국의 수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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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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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달러, %)

국내전체

외투기업

비중

수 출

1,504

145

9.7

수 입

1,411

170

12.1

주 : 2001년 말 현재 외국인투자 등록기업 6,964개사 가운데 3,069개사의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하
여 추정된 수치임.
자료 : 산업연구원, 2001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 분석, 2002.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FDI가 반드시 무역을 촉진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즉 FDI와 무
역은 대체적일수도 보완적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FDI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FDI는 수출유발효과와 수출대체효과를 가진다. 외국인투자기업
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수출유발효과가 있는 반면 원
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했더라면 투자 유치국이
원자재와 자본재를 수출했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 유치국에
서 직접 생산함에 따라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출이 일어나지 않게 되며 이를
수출대체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수출유발효과와 수출대체효과 가운데 어느
효과가 더 큰가에 따라 수출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FDI가 수입에 미치는 효과도 수입유발효과와 수입대체효과로 대비된다.
수입유발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함에 따라 원자재와
자본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반면 내국인이 이전에는 수입하던
제품을 이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제품으로 대체하게 되면 수입대체효과가 발
생한다. 수입대체효과는 대개 소비재 등 최종재의 경우에 발생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출입 현황을 보여주는 <표 18>에 따르면 2001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수출 145억달러, 수입 170억달러로서 이를 합친 전체
무역규모는 184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에 해당되
고 수입의 1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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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DI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FDI정책의 현황
가. FDI정책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주요 내
용이 요약·정리되어 있는 <표 19> 참조). 산업화 초기의 투자제한 단계, 산
업화 달성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의 기반조성단계, 1990년대 들어서 자유화
단계,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의 유치촉진단계이다. 산업화 초기였던 1단계
(1962∼1983년)는 국내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배를 우려하여 외국인투자
보다 차관우선주의적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단계는 투자제한 단
계라고 볼 수 있다.
산업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시기인 2단계(1984∼1989년)는 기반조성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던 정책에서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
된 단계이다. 외국인 투자 개방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업종을
명시한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 system)에서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을
명시하는 금지·제한업종 열거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정부
는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점
진적인 태도를 취하여 외국기업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3단계(1990∼1997년)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방을 적극
적으로 추진한 자유화단계이다. 1991년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를 도입하였
고 1992년에는 원칙신고·예외인가제로 전환하였다. 1993년에는 기존의 제한
업종에 대한 향후 외국인 개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3차례에 걸쳐
개방계획을 앞당겼다. 이 시기의 괄목할 만한 조치는 M&A형 투자를 허용
한 것이다. 이때부터 신설형 투자뿐만 아니라 M&A형 투자가 도입되었다.
다만 한정된 경우의 우호적 M&A만 허용되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4단계의 투자유치 정책은 이전의 정책과 확연히 구분되
는 유치촉진단계이다. 외환위기 직후 외환이 절실하고 시급한 필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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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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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변천 단계

단계

주요 내용

투자제한 단계
(1962∼1983)

외국인투자보다 차관 우선주의 외자유치 정책 추진
국내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지배를 우려

기반조성 단계
(1984∼1989)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에서 금지·제한 업종 열거방식
(negative)으로 전환
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50% 보유 제한을 폐지

자유화 단계
(1990∼1997)

외국인투자 신고제 도입(91), 원칙신고·예외인가제로 전환(92)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계획 수립(93)
공장설립과 관련 복합민원 일괄 합동심의제와 민원 자동
승인제 도입(95)
우호적 M&A 투자 허용(97)

유치촉진 단계
(1998이후)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추가 개방(98.4, 98.5)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전면 허용(98.5)
외국환 거래 자유화(98.6)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개방(98.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98.7)

자료 : 장윤종·전주성(2000)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방과 자유화 조치가 단행되는 등 정
부의 노력이 다방면에서 경주되었다. 1998.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이 추가 개방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M&A가 전면 허용되었다. 1998.6월에는 외환거래
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원칙을 원칙적
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2단계에 걸
쳐 기업, 금융기관 및 개인의 외환규제를 철폐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용하였다. 또한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의 적극적인 유치에 전력을 기울였다.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원스톱 서
비스를 확립하였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투자유치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제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나. FDI정책의 현황15)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이전의 차관 위주의 외자도입정책을 수정하여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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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대외시장 개방과 경제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16) 1998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광범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을 확대하
고 그 대상도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뿐만 아니라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업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공단부지의 분양가 및 임대료 감면 등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 다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표 20>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는 개념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외국인투자제외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서 제외되는 업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도
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의 주식취득의 한도를
정하는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17) 외국인투자제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 20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 우편, 중앙은행, 개인·사업공제, 연금, 증권 및 선물거래소, 기타 금융시장관리,
어음교환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연구개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
- 교육기관(유아, 초등에서 대학,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단체
15) FDI정책 현황과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은 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와 Invest
Korea의 자료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6) 외국인투자촉진법은 1998년 제정되어 2004.12월까지 15차례의 타법개정과 3차례의 부분개정이 이
루어졌다.
17)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대
해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
고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라도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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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업종명

허용기준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벼, 보리 제외

육우 사육업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근해어업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연안어업

외국인투자비율 50%

신문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 30% 미만

잡지 및 정기간행물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핵연료 가공업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발전업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업은 제외

송전업, 배전 및 판매업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최대주주가 아닐 것

육류 도매업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내항 여객, 화물운송업

남·북한간 운송, 국내회사와 합작, 외국인투자
비율 50% 미만

정기, 부정기 항공운송업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유선전
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 무선전화
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그 외 기타 통신업

외국인투자비율 49% 이하(단 KT는 외국인
최대주주 제한 및 1인 5% 미만)

국내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다만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업

미개방

방송채널 사용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 (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
로그램 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은 미개방)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
하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미개방)

위성 방송업

외국인 투자비율이 33% 이하

뉴스 제공업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

율이 1% 이하인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
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 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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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통합공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을 외국인이 알기 쉽도록 매년 통합하여 공고
하는 제도이다. 외국인투자 제한대상 업종은 <표 21>에 열거되어 있다.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혜택, 입지지원, 현금지원, 외국인투자 산업입지,
외국인투자 지원기관 운영 등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해당 기
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
업 시행자 등인 경우, 법인세·소득세,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
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
입하는 자본재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일정 조건 충족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가) 법인세·소득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기술도입대가, 근로소득 등
에 대해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
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표 22>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
을 영위하는 기업을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세감면 내용을 보면 감면 대상은 신규로 공장시설이나 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이며 사업의 양·수도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폭이 3년 50%, 2년 30%로 축소된다. 구체적인 조세감면 내용은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제 1 편 우리나라 FDI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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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 기업
구분

조세감면 요건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
과가 큰 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다음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
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 보
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으로서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

- 제조업은 투자금액 3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국제회의시설 등은 투
자 금액 2천만달러 이상
- 물류(유통)산업, SOC는 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 고도기술 등의 연구시설은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에 석사이
상 연구원 10인 이상
- 2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3천만달러 이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한 물류업
- 1천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관광업은 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 물류업은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 3천만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5억달러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

- 1천만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1억달러 이상

제
주
지
역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입주기업

생명공학, 정보통신, 문화, 첨단기술

제주투자진흥지구

- 관광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시
설업, 대체에너지사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
선·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 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제조업은 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상시 고용원 100명 이상
- 물류업은 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자료 : Inve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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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내용

감면대상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종합
토지세
등록세

감면기간

감면 요건

- 2004.12.31까지 총 10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2005.1.1부터 시행 총 7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 총 5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자인 외투기업
- 제주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
투자 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
기업

- 2004.12.31까지 총 8년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 2005.1.1부터 시행 총 7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 총 5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자인 외투기업
- 제주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
기업

주 :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하거나 감면비율 제고 가능
자료 : Invest Korea

(나)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
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
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표 24>). 면제받을 수 있는 자본재
는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
료한 자본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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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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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현황

감면대상

감면기간

관세

3년간
100%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간
100%

감면 요건

-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자인
외투기업
- 제주지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구)입주 기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사업

자료 : Invest Korea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는 국가·지방자치단
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5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고 임대료는 당해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가액에 1%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그러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 있는 토
지·공장 그 밖의 재산 등의 임대요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국유재산인 경우
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하여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는 연 4% 이내에서 지불한다.
첫째,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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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감면 내용
감면기준

감면비율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조세감면 결정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사업
- 국가소유 토지 등을 임대하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설시설 운영자

100% 이내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제조업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

75% 이내

-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

50% 이내

자료 : Invest Korea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
지를 임대하여 공장시설이나 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외
국인투자기업이다. 감면기준과 감면비율은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

2004년부터는 R&D 센터 설비나 첨단 기술 분야 또는 산업연관효과가 크
고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부품소재 등 대규모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투자가와 정부간 협상에 의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현금보조제(cash grant)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현금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6>). 2004년부터 외국
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지원
규모는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
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에 한정하고 있다.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총투자금액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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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내역

고려요소

조건

현금지원내용

- 고도기술수반여
부 및 기술이전
효과
- 고용창출규모
-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 입지지역의 적
정성
- 지역 및 국가경
제에 미치는 영
향
- 투자의 생존가
능성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
상,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
반사업 영위를 위한 공장시설·사업
장의 신설·증설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
상, 최종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에기
여가 크거나, 첨단·핵심 기술을 수
반하는 부품·소재 생산을 위한 공장
시설의 신설·증설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
사업을 위한 연구시설의 신설증설,
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
러 이상, 3년 이상 연구경력의 석사
학위 이상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
규모가 20인 이상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
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의건축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
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
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의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자료 : Invest Korea

급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와 현금지원신청서
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지원의 한도는 정부의 현금지
원,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 정부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현금지원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
여 지급된다. 분할지급의 경우 투자계획 변경이나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한다.
토지매입비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 잔금으로 분할
하여 지급하며 임대료는 신청인과 임대토지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
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후 5년간 비용이
지출된 해의 다음 연도 초에 일시 지급한다.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
명 이상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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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보조금은 내국인 20명 이상을 신
규로 고용하는 경우 초과고용 1인당 10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지
원한다. 다만 학사급 이상의 이공계 기술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경
우에는 50만원 이하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현금지원
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와 계약기간 중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지원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
나 현금지원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의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Invest Korea가 설치되어 있다. Invest Korea에는 관
계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유관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또는 임·직
원이 파견근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
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
는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 외국인투자관련 조세감면, 국공유 재
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및 현금 지원
에 관한 의견 제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주택임
차·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등의 일을 한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을 통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
집,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를 위한 기구가 설치되
어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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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업
을 위한 입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산업입지제도는 외국인전용
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전용단지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은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 자유무역지역은 항만·공항⋅ 주변
지역 및 산업단지 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
진흥지구 내이다(<표 2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유치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지역(FIZ)을 지정하
고 있다. 정부는 일개의 외국인기업 혹은 업종간 외국인 합작투자 기업이
입주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된 외국인투자
지역 내에서는 사업별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임대료 100% 감면, 법
인세/소득세 감면, 인프라 조성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제조업은 기
존 5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 관광업은 3천만달러에서 2천만달러, 물류업은
3천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아울
러 1천만달러 이상 SOC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다양한 업종이 집적화되어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
도록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3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도 조세감면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은 경남 사천, 충남 천안, 경기 평택,
경남 양산, 전북 전주, 전남 여천, 충남 연기, 충북 음성 등 8개 지역이 지정
되어 있다.
종전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불렸던 외국인투자지역(Type B)은 원래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단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으나 2004.12월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이를 이관 받아 외국인투자지역의 한 형태로
규정되었다.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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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구분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주요 산업입지제도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
(Type A)
(Type B)1)

제한없음
산업단지내
지정
(외국인 투자기업
위치
이 선택하는 지역)
지
정
현
황

8개 지역
(충남 천안, 연기,
경기 평택, 충북
음성,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남
사천,경남양산)

6개 단지
(광주평동, 충남
천안, 충북 오창,
전남 대불, 경남
진사,경북 구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일정조건을 충족 (투자지분30%이
입
하는 제조업, 서비 상)
주
스업, 물류, SOC,
자
R&D센터)
격

100%감면
임
대
료
지
원

법인·소득·
지방세
세제 (5년간 100%, 이
지원 후 2년 50% 감
면)

자유무역지역

항만, 공항주변 지
역, 산업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

항만, 공항주변 지역, 산 투자진흥지구, 자유
업단지
무역지역, 첨단과학
기술단지

8개 지역
4개 지역
제주
(마산, 익산, 군산, (부산·진해, 인천, 광양)
대불, 부산항, 광양
항, 인천항, 인천공
항)
국내외 기업
(제조, 물류, 무역,
지원, 서비스업. 외
국 인지분율 10%
이상)

1백만달러 이상, 최대 100% 감면
고도 기술 수반
: 100% 감면
5백만달러 이
상, 일반 제조
업: 75% 감면

고도기술수반
사업, 산업지원 서
비스업: Type A
와 같은 지원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산업, 관광산업,
(1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 문화산업, 노인복지
는 제조업, 관광호텔업, 시설 운영사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
의 시설업과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항만·공
항시설 운영업 등)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하는 부지 조성, 토지
등에 임대료 감면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자금 지원

대체조림비, 대체
초지조성비, 농지
조성비에 대해서
는 50%감면
투자시설용 국·
공 유지는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를
감면

제조업 1천만달러 법인·소득·지방세
법인·소득·지방세
이상, 물류업 5백만 3년간 100%, 이후 2년간 3년간 100%, 이후
달러 이상
50% 감면
2년간 50% 감면
(법인·소득·지방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정부가 저렴한 가 정부가 지정한지 수출을 주목적으로 외국인도 생활하기 편한
특 격으로 공장 부지 역이 아닌 외국인 하는 외국인투자기 도시 형태로 개발
이 원하는 곳을 업 중심으로 운영
징 를 제공
지정해 운영

제주도를 금융, 물
류, 첨단산업과 관광
이 결합한 동북아중
심도시로 개발

주 : 1) 종전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불렸던 특구제도로서 원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나 2004.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됨.
자료 : Inve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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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과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지정된 외국인전용단지는
충남 천안, 충북 오창, 광주 평동, 전남 대불, 경남 진사, 경북 구미 등 6개
단지이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3.7월‘경제자유구역법’
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인
천국제공항과 부산·광양항 등이 위치하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경
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의 생활 편의성
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병원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고 외국어서비스,
외국화폐 통용, 외국방송 허용 등 선진국 수준으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있
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투자
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 토지 임대료, 부담금 등을 감면하여 기업부담을 경
감하고 있다.
셋째, 자유무역지역은 정부가 직접 조성한 공단으로 외국 투자가에게 공
장 및 대지를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일종의 보세구역으
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와 시설재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가 유보되며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함께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도 면제
된다. 아울러 2004년부터 조세감면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
써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제조업은 기존 3천만달러에서 1천만달
러, 물류업은 1천만달러에서 5백만달러로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완
화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광양항 등 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다. 경제성장단계와 FDI정책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 경제성장률이 －6.9%까지 급락하는 격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1999년 9.5%, 2000년 8.5%까지 경제성장률이
급반등하면서 위기 이전의 8%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7% 내외의 경제성
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다.18) 그러나 2002년을 제외하고 실제 경
제성장률은 3∼4%대에 머물고 있다.
18) 당시 대부분 경제연구소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7%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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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도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현상, 설비투자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후퇴,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 기인하여 성장동력이 상
실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경제성장 자료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1971∼2004년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19) 추
정된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직전 1997년에 5%로 떨어졌고 2000년 이후 4%
대로 낮아졌다. 우려할 사항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향 추세가 고
착화되고 있는 점이다.
향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전망에 관한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
가운데 KDI의 예측을 살펴보자. KDI는 2001년「비전 2011」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에서 2001∼2010년 잠재성장률이 낙관적인 경우 5.2%를, 비관적인 경
우 4.5%를 전망하였다.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는 경우 낙관적인 전망치를 예상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비관적 전망치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2003)의
그림 6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추이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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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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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10

주 : 잠재성장률은 Hodrick-Prescott필터링을 통한 추세치로 추정
19) 잠재성장률은 Hodrick-Prescott 필터링 방법에 의해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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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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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전망치도 이와 비슷하다. 2004∼2008년 잠재성장률은 4.1∼5.3%,
2009∼2013년간 잠재성장률은 3.8∼5.5%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2001∼2004
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4.5%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비관적인 전망치에 가
깝다는 사실이 안타깝다.20)
그런데 잠재성장률의 저하 현상은 경제성장의 이론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자본에 대하여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
는 생산기술을 가진 경우 균제상태(steady-state)에 경제가 도달하면 자본축
적이 정체하게 된다. 경제는 자본이 빈약한 성장초기 단계에서 차츰 자본축
적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게 된다. 이러한 자본축적과정에서 경제
성장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축적이 성숙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서 자본수익률도 점차 낮아지게 된다. 마침내 경제가 균제상태
에 도달하면 자본축적은 정체하게 된다. 이러한 균제상태에서 1인당 경제성
장률도 기술진보율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자본축적이 미숙한 가난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높고 자본축적이
성숙한 부자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낮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
의 경제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자 나라의 소득을 따라잡게 된다
는 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이 성립하게 된다.21) 따라서 신고전파
성장모형에 따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수익률도 낮아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7>은 한국을 비롯한 OECD 15개 국가의 자본수익률을 보여주고 있
다.22) 자본수익률은 총영업잉여를 총자본으로 나눈 총수익률 개념으로 계산
되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의 자본
수익률은 5∼13%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의 경

20) 4년 전 KDI의 전망이 다소 낙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1) 물론 경제구조가 나라마다 차이가 난다면 각자의 균제상태에서 벗어난 정도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차이가 나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 자신의 균제상태로 수렴한다는 조건부 수렴가설
(conditional convergence hypothesis)이 성립할 것이다.
22) 조사대상국가는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
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모두 15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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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ECD 15개국의 자본수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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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Pyo and Nam(1999)

우 신고전파성장이론에 따르면 균제상태에 접근하여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정체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23)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년대 초 30% 이상의 높은 자본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10% 이하로
자본수익률이 하락하여 여타 선진국의 자본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
고 있다. 따라서 자본수익률 측면에서 판단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단계
에서 균제상태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한계가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에 있다고 지적한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판단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성장에 한계점이 노정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m and Lau(1994)와 Young(1995)은 성장회계
분석(growth accounting analysis)을 통하여 동아시아 경제성장요인은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factor-driven growth)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가능케 하는 총요소생산성의 향상
이 동아시아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23) 단 일본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70년대 높은 자본수익률이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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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1966∼1990)

71
(%)

경제성장률

자본기여도

노동기여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국

10.32

46.2

42.2

11.6

싱가포르

8.50

73.1

31.6

-4.7

대

만

9.10

40.5

39.8

19.8

홍

콩

7.30

42.3

27.6

30.1

한

자료 : Barro & Sala-I-Martin(1995)

<표 28>은 Barro & Sala-I-Martin(1995)이 동아시아 4개국의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선진국들에 비해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로 불리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괄목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기록한 7∼10%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들에 비해 약 5%포인트 이상의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1%대의 기술
진보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본과 노동 등 요소의 기여도가 높
다. 한국의 경우 자본의 기여도가 46.2%이고 노동의 기여도가 42.2%이다. 특
히 자본기여도는 싱가포르(73.1%) 다음으로 높은 기여도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의 원천은 주로 요소투입에 의존하였음을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요소 가운데서도 자본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자본축적과정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경제성장이 정체될 가
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투자가 부진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성
장률의 차이만 보면 동아시아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수렴가설이
성립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경제를 따라잡
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야만 가능하다. 기존연구에서 성장
회계분석을 통해 추정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표 29>에 제시되어 있다.
Young(1994)은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7%로 추정하였으며, Collins
and Bosworth(1996)는 이보다 다소 낮은 1.5%로 추정하였다. Hah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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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동아시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정

(%)

Young
(1994)
1966∼1990

Collins & Bosworth
(1996)
1960∼1994

Hahn & Kim
(2000)
1960∼1990

국

1.7

1.5

1.3

싱가포르

0.2

1.5

1.3

대

만

2.6

2.0

1.2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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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00)은 1.3%로 추정하여 가장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그리 괜찮은 성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관적이다. Young의 연구에서는 4개국 가운데 한국은 3번
째로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추정되었다. Collins and Bosworth에서
도 3개국 가운데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추정되었다.
이처럼 낮게 추정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우리 경제의 기술진보
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고전파 성장모형에 따르면 장기적인
성장이 지속가능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더구
나 고전파성장이론이 아닌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에 비추어 보더
라도 기술진보율이 높지 못하다면 미래의 장기적인 성장이 결코 밝을 수 없
다고 하겠다.
우리 경제의 성장이 과거 자본축적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졌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자본수익률이 하락한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
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경제성장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
로 전개되리라는 전망을 하게 된다. 즉 자본축적에 기반을 둔 요소투입에
의한 경제성장보다는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총요소생산성은 그리 높은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할 때도 자본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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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보다는 기술이전, 기술확산과 같은 국내 기술진보에 미치는 효과를 더
욱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가부도상태에 직면하여
외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잘 극복한 지금의 시점에서는 외자확충의 필
요성도 이전보다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DI가 자본확충을 통하
여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중요도가 상당부분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2. 외국 성공사례
우리나라는 1995년 1인당 GDP가 1만달러(10,874달러)를 넘어선 이후 10년
이 지난 지금까지 2만달러대로 도약하지 못하고 1만달러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그림 8>). 우리 경제가 1인당 GDP 기준으로 2만달러대로 도약하는
성장동력을 다방면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다. 소득 2만달
러로 도약하는데 FDI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
면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인당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급성장했던 주요국 가운데 특히 FDI의
기여가 컸던 나라로 아일랜드, 영국, 싱가포르 등이 손꼽힌다. 아일랜드는
그림 8

주요국의 1인당 GDP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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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인당 소득 1만달러(10,263달러)에서 1996년 2만달러(20,102달러)대로
성장하였다. 2만달러대로 성장하는데 8년이 걸렸다. 영국은 1987년 1인당 소
득 12,024달러에서 9년 후 1996년 20,060달러로 성장하였다. 싱가포르는 1989
년 10,180달러에서 불과 5년만인 1994년 2만달러(20,416달러)대에 진입하였다.
아래에서는 1인당 소득 2만달러에 단기간에 진입했던 아일랜드, 영국, 싱
가포르의 경제성장과정과 FDI정책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협소한 내수시장과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
을 적극적인 지역통합 참여 및 외자유치로 극복한 사례이다. 800년간 영국
의 식민지 지배를 당한 역사를 가진 아일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위주의 낙후
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족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력이 다른 나라로 빠져 나가고 있었지만 노사분규는 일상화되었
다. 1987년에는 국가채무가 GDP의 120%에 이르면서 IMF 구제금융 지원까
지 받았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1987년 노사
정이 화합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총리실 산하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는
임금 인상을 3년간 2.5%로 묶고 법인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
로 하는 국가재건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에 노조와 정치권이 동참하여
제1차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이 체결되었다.
1950년대 후반까지 외국기업의 진출이 금지될 정도로 아일랜드는 폐쇄적
인 국가였으나 1959년부터 적극적인 외자유치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면서 경제도약에 성공하였다. 1988년 10,263달러의 국민
소득이 1996년 20,102달러의 국민소득으로 성장하였고 2004년말 현재 1,022개
외국기업이 진출하여 12만 9,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24)
외자유치를 위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며 경제통합에
24) 2004.4월 현재 아일랜드의 총인구는 403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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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환경 측면에서 법
인세율을 12.5%를 적용하여 서유럽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용
지무상대여 등 강력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전체 인구 가운데 25세
미만 인구가 38%에 달하여 인구의 연령구조가 젊고 또한 교육재정의 비중
이 13.5%로 EU국가 가운데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부문에 지원을 집중하
고 있다. 이에 따라 OECD가 시행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학력검정시험에서 유럽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
엇보다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외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었
다. 아일랜드에 진출한 외국기업 가운데 미국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의 진출이 많은 점은 아일랜드의 고급인력 덕택이다.25)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해 EU기금을 적극 활용하였다. 1987년 이후 3년마다
노사정간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켈틱 호랑이(celtic tiger)’
라는 국가이미지를 형성하였다.26)
그러나 1990년대말 아일랜드도 대내외적 도전을 겪어야 했다. 갑작스런 고
성장 때문에 아일랜드도 고임금·고비용 구조의 경제로 진입하였고 마침
인건비가 싼 중·동유럽권이 EU에 가입하면서 외국기업이 이탈하였다. 또
한 투자인센티브 축소로 인하여 FDI가 뚜렷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
다. 1999년 61억달러의 FDI는 2001년 41억달러로, 2003년에는 19억달러로 감
소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중·동유럽권과의 차별화를 추
진하였다. 투자유치 대상을 가능한 모든 외국 기업에서 고부가 첨단기업으
로 수정하고 집중적인 지원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IT, 생명공학, 고부가서
비스 산업 유치에만 힘을 모으고 있다. 더블린의 디지털허브화, 국제 R&D
센터 유치 등을 추진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국제금융서비스의 국제적
분업에 특화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제도약과정에서 FDI의 역할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25) 미국기업은 478개 업체로 전체 외국기업의 47%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
이 9만명을 넘어 전체 외국기업 고용인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6)‘켈틱 호랑이’
라는 별명은 모건스탠리 투자은행이 아일랜드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아시아의 한
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네 마리 용’
에 비유한 데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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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고급노동력과 노사정 합의 등 강한 인센티브로 FDI에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산업개발청(IDA,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과 같은
외자유치 전담기구가 적극적인 유치활동은 효과적이다. 그러나 FDI에만 의
존하는 산업발전전략은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모든 사업을 유치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특정 분야를 선택하여 집
중적인 유치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국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
는 영어를 사용하는 젊은 고급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들이다.

아일랜드에서 1930년대초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외국인의 기업소유는 제
조업제한법(control of manufactures act)에 의해 금지되었다. 이 법의 목
적은 유치산업보호에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산업정책 방향이 전환되어
동 법도 폐지되고 샤논자유공항개발공사가 1959년 설립되었다.
1980년대 투자증진전략은 특정유치부문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졌다. 당시
전략은 세 가지의 중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선도적인 고부가가치산업, 즉
전자, 컴퓨터소프트웨어, 금융서비스, 의료기계와 국제서비스 부문을 전략부
문으로 채택하고 특정지역에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마케팅
과 R&D를 통하여 국내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였다.
IDA는 외자유치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를 조율하고 잠재적 외국투자자
들을 체계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재정적 인센티브로는 고정자산 보조금(fixed-asset grants)을 제공하
여 공장의 신축 및 개축비용을 절감시켜 주었다. 신규 기계장비 구입비용을
금융지원하고 R&D센터 건립보조금도 제공하였다. 아일랜드가 1973년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에 가입했을 때는 수출외국기업에만
적용되던 보조금 혜택이 신규설립외국기업까지 확대되었다.
지역개발정책과 관련하여 IDA는 특별산업지역(special industrial zones)
을 도입하여 신규 산업활동 클러스터를 개발하였다. FDI가 특별산업지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IDA는 주도적 외국인투자자(flagship investors)
를 유치하는 데도 힘썼다. 예를 들어 Lotus가 아일랜드에 소프트웨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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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설립하자 여타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따라서 지사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노동력이 FDI 유치의 주요 유인이 되지 않자 아일랜드는 교육수준을 제
고하는 데 정부차원의 합치된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기업에게 고용과 직
업훈련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지속적
으로 향상되어 학교졸업생의 40%가 고등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아일랜드의 FDI 유입 패턴은 아일랜드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
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1,100∼1,200개의 외국기업이
아일랜드에서 활동하였다. 1950년대 이후 FDI는 화학, 사무기계, 전기엔지니
어링 산업에서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600개 기업에 19,000명이 종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일랜드를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수출국이 되게 하였다. 200개의 외국기업이 활동하고 있
는 전자산업은 아일랜드의 2대 산업으로 부상하였고 1997년 수출액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수출지향적 FDI정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
었다. 외국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195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전무하던 수준에서 이제 국민총생산의 60%, 제조업고용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나. 영국

영국은 1970년대까지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과 금융산업을 바탕으로 복
지국가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지나친 규제, 과도한 복
지비용 및 노동시장 경직성 등 소위 영국병으로 제조업이 공동화되면서 경
제 활력이 저하되어 세계 1류 국가에서 2류 국가로 추락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석유위기와 노사관계의 악화가 본격화되면서 영국경제의 성장은
둔화되고 사회적 갈등도 표면화되었다. 1976년말에는 IMF 구제금융까지 받
게 되었다. 1978년 영국의 1인당 GDP는 5,728달러에 불과하여 일본의 8,561
달러, 독일의 9,448달러 및 미국의 10,220달러에 훨씬 뒤쳐지게 되었다.
1979년 대처가 당선되면서 18년에 걸친 보수당 집권기가 열렸고 대처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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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cherism)이라는 독특한 국가경영이념을 기반으로 강력한 개혁정책이
펼쳐졌다. 대처수상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지방
재정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였다. 또한 탄광폐쇄를
비롯한 산업합리화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1970년대말 33∼83% 범위의 개
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져 1988년에 25∼40% 범위로 낮아졌고
법인세도 42%에 달했으나 1984년에는 30%로 낮아졌다.
또한 경제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 제조업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금융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런던을 세계 3대 금융시
장의 하나로 성장시켰다.27) 1998년 기준으로 금융서비스업은 총부가가치의
23.7%를 차지하며 1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최대의 산업이 되었다.
영국은 자국 경제를 전면 개방하고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에 그대로 노출
되도록 하여 기업 스스로 글로벌 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하였다.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WTO 및 EC 규정에 따라 거의 모든 수입제한을 철폐하였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었다.
영국 자체로서의 큰 내수시장, 영어 사용국, 세계금융 중심지로서 금융조달
의 편의성이라는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바탕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럽에서 외국인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의 하나가 되었
다. EU회원국 가운데 가장 유리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규제를 간소화하고 국내외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철폐한 결과
많은 외국기업이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3천개의 미국기업, 1천개의 독일
기업, 200개의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도 120여개 업체가
진출해 있다.
영국의 선진국 재도약 과정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개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국
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절실하다. 이와 동시에 개별 이해집단의 요구를 억제
하고자 할 때는 정부의 일관된 자세와 더불어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과거의 구태와의 과감한 단절을 통해서만 경제재
27) 대처 정부는 1979년 전면적인 외환거래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1986년에는 소위‘빅뱅(big bang)’
으로 대표되는 전면적인 금융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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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이 가능한 성장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생산기반의
급격한 해외이전을 방지할 수 있다. 확실한 사회안전망은 과감한 인력 구조
조정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활력 제고는 단순
한 세율인하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비조세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 민
영화 등 다면적 방식을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자본의
내국민 대우는 어느 한쪽에 특혜를 주지 않는 엄격한 기준 위에서 시행되어
야 하며 이 때 비로소 FDI가 효과적으로 유치되며 국부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국은 Invest-UK 이외에 각 지역별로 외국인투자 유치기관이 있다. 웨일
즈의 WDA(Welsh Development Agency), 스코틀랜드의 LIS(Locate In
Scotland), 북아일랜드의 IDB(Industrial Development Board for Northern
Ireland)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별 개발기관(reg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뿐만 아니라 이들 각 지역 내에는 소지역 단위로 외국인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지방개발기관(local development organization)들
이 있다. 이처럼 많은 투자유치 관련기관이 중복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Invest-UK와 지역개발기관 및 지방개발기관의 연계를 통한 체계
적인 유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유치에 여러 기관이 관여하
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원스톱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nvest-UK는 시장 발굴, 바이어 소개 등 판로개척 지원으로 잠재투자가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해 평소 모니터링을 통해 타깃을 정하고 투자유치단을 파견한다. 또한 12
개 지역 개발청간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자유치 실적을 제고하고자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FDI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조한다. 지역선별지
원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제도는 지원대상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현금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지역의 지정은 통상산업부에서 실
업지표를 중심으로 고용 및 경제성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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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차원에서도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방정부 패키지는 산업부지 및 공장시설의 마련과 관련
된 것이 많다.
영국에서도 투자자유지역에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장려지구(enterprise zone)는 영국의 대표적인 투자자유지역이다. 기업
장려지구의 원래 취지는 외국인투자의 유치보다는 특정 지역에 대한 민간투
자의 활성화에 있었다. 그러나 기업장려지구가 실제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장려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인허가 규제사항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와 개방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통하여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
하였다. 그런데 당초 말레이시아에 편입되어 수입대체전략을 통하여 공업화
를 위한 시장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사실
상 축출되어 분리·독립한 싱가포르는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외자에 의존한 수출지향적 공업화 성장전략
을 채택하였다.
자유무역주의에 기초하여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추구하
는 한편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원칙을 조
화롭게 조정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비전과 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항만, 도로, 전력, 공
단조성 등 산업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조적 노사관계 조성을 통해 기
업환경을 유리하게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입 정책의 유효성에 관해 면밀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계무역항으로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홍콩과 비교해 볼 때 양국의 발전과정은 매우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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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싱가포르는 양국 모두 무역확대와 외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개방경제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홍콩은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시장주의체제
를 유지해 온 반면 싱가포르는 정부주도의 개입주의체제에 입각하여 운영되
어왔다.
싱가포르는 임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산요소가격을 사실상 국가가 관리
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투자진출 환경개선은 물론 경제발전전략, 산
업정책, 기술혁신 등 사실상 모든 경제분야에 걸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주도하의 개입주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989년 10,180달러를 기록한 1인당 GDP는 5년 후 20,416달
러까지 급성장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발전단계에 따라 성장동력을 신속히 전환하고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
다. 196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에, 1980년대
에는 서비스 산업에, 1990년대에는 과학·기술부문에 성장동력을 집중하였
다. 이와 함께 1960년대부터 영어를 공용어화하고 1990년대에는 비즈니스 허
브화 등 개방적 전략을 채택하였다. 한편 엘리트 관료의 육성으로 정부부문
경쟁력이 매년 1∼2위(IMD)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중국 및 인도 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외국인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여 싱가포르
정부는‘Industry 21’
로 집약되는 산업정책을 새로이 내세우고 첨단기술 산
업과 서비스 산업의 상호연계 발전을 목표로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이행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교육, 의료 등 지식서비스산업
에 특화하고 비즈니스 허브화 전략과 함께 동아시아 FTA 허브화 전략도 추
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정부주도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다. 다국적기업 유치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져 왔기 때문에 국내 민간부문의 위상이 미약하다.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정
부계 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의 취약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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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기술혁신과 경제효율화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아시
아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세계 물
류 및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영어공용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 수용하여 투명하고 경쟁력을 갖는
국가를 정부주도로 건설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매단계마다 핵
심 성장산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성공적으로 성장동력을 활용하
였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경제는 정부주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투자유치도 정부의 경
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이 기획하면 여타 정부기
관, 민간기업, 노조, 일반국민까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도시국가로서의 체
계적인 국가운영시스템에 따라 투자유치도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여타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FDI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고 가장 성공적인 사례
로 꼽히고 있다.
통산부 산하의 경제개발청이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1961년에 설립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권한을 관장하
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인센티브를 결정한다. 경제개발청은 일반기업과 마
찬가지의 철저한 비즈니스 정신에 입각해 각종 행정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문의에 대한 신속한 처리, 투자인센티브 신청서에 대한 평
가, 공장부지 및 인력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신
속한 서비스를 통해 투자 개시 후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는 신기술 및 신공정의 도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사업,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 국제적 금
융·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사업에 제공되고 있다. 제공되는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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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투자유치
기관
외국인
투자
정책

83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Invest-UK

IDA

EDB

국내외 자본에 대한
무차별적 대우

1959년 이후 투자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 제공
1990년대 외국인투자의
증대로 선진국경제 도달

‘싱가포르21’구상추진
외국인투자를 경제발전
의 주요 공헌자로 인정
첨단산업 우대

- 현금보조금 지원
- 유럽에서 최저인 12.5% - 조세 감면
1백만달러이상 투자기
법인세율 적용
개척자지위: 법인세 감면
업(RSA):10~20%
- 현금 보조금 지원
개발확장인센티브: 13%
벤처캐피탈 투자: 총
자본보조금: 토지,건물,공
법인세율 적용
50만달러 범위
장, 장비구입비 보조
투자소득공제: 신규 생
SMART투자(중소기업
(25~30%)
산설비투자의 50% 소득
서비스): 총 30만달러
고용보조금: 정규직 창출
공제
범위
시 1,500~15,000달러
확장인센티브: 초과이익
인센티브
Enterprise Grant(총
전액
에 대해 법인세 면제
제도
100만달러 이하 투자
훈련보조금: 종업원교육
수출서비스 인센티브
기업): 총 15만달러범
관련 보조금 180만달러 - 보조금
위
범위
혁신개발지원프로그램
R&D보조금: 총비용의
(IDS):50% 지원
50%까지
신기술도입보조금
(INTECH): 교육훈련비
용보조

사후관리
제도

Invest-UK의 Development Section에
서 담당
지속적 지원, 문제점
및 관심사항 청취, 정
착화 유도, 기존투자의
증액 투자 적극유도

투자초기는 전담관을 정
해관리, 투자후에는 지방
사무소로 이전하여 관리
증액투자 유도를 위해
지방사무소 설치운영

투자담당자가 지속적인
지원관리

자료 : 산업자원부, 주요 국가의 외자유치제도 조사결과, 2003.

브는 주로 조세감면이며 보조금은 극히 소수이다. 투자에 대한 우대세제는
「경제확대장려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에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내에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기업이 없거나 해당산업의
평균수준 이상의 기술·노하우를 도입하는 사업은 개척자 지위(pi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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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가 부여되며 5∼10년간 법인세(20%)가 감면된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표 30>).
투자유치는 경제개발청이 전담하고 있지만 공단개발은 JTC(jorong town
corporation)에 일임하여 추진되고 있다. JTC는 싱가포르의 산업단지를 제
공하는 정부기업으로 제조업공장의 설립을 돕고 있다. 과거 30년간 7,000헥
타르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7,000여 국내외 업체를 위해 4백만 평방미터
의 공장을 설립하였다.

3. 우리나라 FDI정책의 개선방안
가. 일반적인 문제：기업환경의 개선
FDI를 유치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일이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편리한 비즈니스 환
경과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일반적인 기업 환경
(business environment)을 잘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기업의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자연히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할 유인이 발생할 것이
기 때문이다.
UNCTAD가 발간한 World Investment Report(1998)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은 현지국의 시장수요, 생산효율성, 기술력 등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투자결정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정치적 안정성, 사회정서 등
정치사회적 요인과 인센티브와 같은 사업편의적 요인은 부수적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28)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16개국에 대한 기업
환경조사에서 한국은 1997∼2001년 8위를 기록하였으나 2002∼2006년에는 6
위로 올라서 기업환경이 향후에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표 31>). 특히
28) 현지국의 투자 인센티브 자체는 FDI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어떤 지역 또는 국가
에 투자결정이 난 이후에는 그 투자대상지역 또는 국가내의 정확한 입지를 결정하는 데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특정지역 또는 국가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국적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UNCTAD 95,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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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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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환경 순위
1997∼2001

2002∼2006

전체 순위

8

6

정치적 환경

8

8

정치적 안정성

10

10

거시경제 환경

12

1

시장기회

4

3

기업 및 경쟁 정책

7

7

외국인투자 정책

9

4

무역 및 환율 규제

8

8

조세

8

10

금융

9

7

노동시장

12

12

사회인프라

7

7

주 : 비교대상국가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16개국임. 개별국가는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
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Forecast, 2002.

거시경제 환경은 12위에서 1위로 올라서고 외국인투자 정책도 9위에서 4위
로 올라서서 이들 부문에서 상당한 진척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
성은 계속 12위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큰 부문은 노동시장과 조세 부문
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순위는 12위로 하위에 머물고 있고 개선될 전망
이 없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조세 부문은 8위에서 10위로 내려가서 이
부문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Invest Korea가 경영활동 애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과제로서 노사관계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꼽
았다. <그림 9>에 애로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확
보(26%), 국민의식 국제화(17%), 시장개방 확대(16%),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
결 등 정치적 안정(15%)에 비해 노사관계 정착을 우선과제로 54%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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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애로사항 조사결과
북핵문제해결 등
정치적 안정, 15%

시장개방 확대,
16%

노사관계정착,
54%

국민의식 국제화,
17%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26%

자료 : Invest Korea,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활동 애로조사, 2003.
주 : 복수응답 결과

는 사실은 노사관계 문제가 외국인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에 진출한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36%
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는데 좋아진 이유로 기업거래관행 투명성, 행정기관
의 서비스,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투명한 기업거래 관
행 확보가 아직 미흡하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에 반해 37%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 경영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는
데 그 이유로 인건비, 임대료 등 간접비용과 함께 물류비, 고용유연성 등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 문제는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호전
되지 않고 있다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업환경 가운데 특히 개선할 부문으로 노동시장과 조세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부규제,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경직적 업무처리, 국민의
식의 개방화, 글로벌 경제에 대한 국민의식의 고취 등이 개선되어야 할 부
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켜 세
계시장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야 하고 개방친화적 사
회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개방이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글
로벌 경제에 대한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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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방적 태도와 국내외 자본의 동등 대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개방의 기간이 길지 않고 외국의 침략을 당한 경
험이 많았다. 그 결과 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과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크다. 최근 한류의 붐을 타고 우리 문화가 외국에서 환
영받고 있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외국문화의 수용은 미진한 상황이다.
FDI 유치에 성공한 나라들은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외국자본이 국내자본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
다. 국내에 투자한다면 자본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내외 자본에
표 32

FDI 유입·유출 성과지수 (2001∼2003)

Inward FDI Performance Index
(2001∼2003)

Outward FDI Performance Index
(2001∼2003)

111
112
113
114
115

벨기에/룩셈부르크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아일랜드
앙골라

11
12
13
14
15

벨기에/룩셈부르크
파나마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제르바이잔

116
117
118
119
110

싱가포르
감비아
카자흐스탄
홍콩
에스토니아

16
17
18
19
10

홍콩
스웨덴
바레인
스위스
프랑스

111
112
113
114
115

볼리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트리니다드 토바고
몽고

11
12
13
14
15

스페인
덴마크
캐나다
영국
포르투갈

116
117
118
119
120

네덜란드
니카라구아
나미비아
크로아티아
자메이카

16
17
18
19
20

호주
아이슬란드
키프로스
보츠와나
아일랜드

120 한국

47 한국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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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방적 태도는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내자본의 해
외진출도 동시에 진행된다.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일수록 FDI 유입이
많지만 동시에 FDI 유출도 많다는 것이다.
FDI 유입이 많은 나라일수록 FDI 유출도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표
32>는 보여주고 있다. FDI 유입지수의 상위 20위에 위치한 주요국들은 모두
FDI 유출지수에서도 상위 20위에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FDI
유입지수와 유출지수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타 주요국의
FDI 유입지수：유출지수는 아일랜드가 4위：20위, 싱가포르 6위：3위, 홍콩
은 9위：6위, 네덜란드는 16위：4위로 나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FDI 유입지수는 120위에 머무르고 FDI 유출지수는
47위에 머무르고 있어 자본의 유출입이 국가경제 규모에 비추어 활발한 편
이라고 볼 수 없다.
이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FDI 유입에 성공한 국가들은 유
입자체에만 노력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개방적 정책을 펼친 결과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DI 유입을 지원하는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과 국내외 자본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오히려 FDI 유입을 촉
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적인 정책은 국내외 자본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앞서 강조하였다.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내국인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해 주는데 최근의 FDI정
책은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활동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었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이 오히려 국내자본을 역차
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장 설
립과 관련하여 국내 대기업은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증설이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
투자 기업은 한시적이지만 25개 업종에 대해 신설과 증설이 가능하다(<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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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규제 내용

기업구분

외국인투자 기업
국내 대기업

성장관리권역

- 25개 첨단업종에 2007년까지 신·증설 허용
(1999~2004년까지의 시한을 연장 추진)
- 반도체, LCD, 항공우주, 자동차 등14개 첨단업종은 증설만 허용

자료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에 대해 공장설립과 관련되어 국내기업에 비해 규제를 더 완화
해주거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기업의 투자
가 미진할 경우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국내기업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적인 규제는 국내기업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타진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국내 유치기관
에 대해 던지는 질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자유구역이 매력
적인 투자처라면 왜 국내 유수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투자는 막아두고 외국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현재의 정책은 국내투
자 활성화라는 대의에도 맞지 않고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오히려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 있는 Gale사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아닌 셈이다.
겉으로만 외국자본으로 포장되고 실제로는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있는 사태
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기업이 투자하는 길이 막혀있고 국내에서 자본을 조달하
는 외형상의 외국자본이 국내투자를 대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외자
유치의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 외환도입이 절실했던 시기에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유입되었던 헤지펀드들이 의도적인 조세회피 행위로 국내에 외국자본에 대
한 부정적 정서를 조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자본이
국내에 진입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회적 공여와 관련하여 유엔의 기업보고 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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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지침서, 영국의 사회공여 보
고의무제도(OFR), 신연금법(PAA) 등은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자본이 진입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준
수하여야 하는 규범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의 사회적 규범
의 준수가 적용되어야만 오히려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리라
고 본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맞는 투명한 지배구조
와 회계처리 등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국내외 자본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국내외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FDI의 유
입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산업발전 단계별, 유형별 유치전략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유형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차관에 의존한 국내투자
형으로 외국자본에 불리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
후 전격적인 개방정책과 세계투자경기 활황에 힘입어 FDI가 급격히 증가하
였다. 이제 시급한 외환확보 차원에서 FDI의 필요성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
로 FDI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위치, 인
적자본, IT산업의 발달 등과 한국이 가진 경쟁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성장동
력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전략적 FDI 유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FDI는 단기적 양적 팽창전략보다는 비교우위 산업 육성에 기여토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전략적 판단없이 업종을 불문한 무차별 FDI 유
치전략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의 장기
발전과 성장잠재력 확보의 차원에서 산업경쟁력과 성장동력을 고려하여 투
자유치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별로 유치활동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산업의 발전정도와 유형에 따른 외자유치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서중해
(2004)의 연구결과는 참고할 가치가 크다. <표 34>에 제시되어 있는 그룹 I에
속한 의류, 섬유와 같은 성숙기 산업의 경우 국내기업이 과거에는 경쟁력을
확보한 전통적 분야이지만 지금은 국내시장이 성숙되고 중국과 같은 신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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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의 경쟁압력을 받고 있다. 이들 산업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구조조
정이 예상되므로 고용안정,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FDI를 유치할 필요가 있
다. 투자유치효과가 지역에 집중되므로 지자체 및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유
치 노력을 기울이고 비용도 지역의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룹 I의 투자유치는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지
역개발 등의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FDI 유치 전략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본확충에 주력하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고용창
출에 주안점을 두는 FDI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는 유입되는
자본당 고용인원이 적을수록 인센티브 제공을 많이 한다. 이러한 정책은 더
많은 자본확충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영국의 경우 유
입되는 자본당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인센티브 제공의 폭이 크다. 이러한 개
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상반된 정책을 우리의 처지에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
즉 의류, 섬유와 같은 성숙기 산업에 대해서는 영국과 같은 고용창출을 목
적으로 하는 FDI정책을 적용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기계, 부품소재,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등과 같은 그룹Ⅱ에
속한 산업의 경우 국내산업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산
표 34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대상

업종

정의

그룹 I

의류, 섬유, 음식
료업, 생활용품

성숙산업으로 합리
화 대상

- 고용창출, 지역개발 연계 인센티브
- 지자체, 지역기업 중심 해외 IR

그룹 II

의약,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통신장비, 운송
기계, 정밀화학,
일반기계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유치대상(첨단
산업 신규개발,
기존산업 첨단화를
위한 투자유치)

- 기술이전, R&D지원 연계 인센티브
- 유럽의 선진 기계, 부품소재 기술 이
전을 위한 유럽 및 일본기업 대상 해
외 IR
- 외투기업에 대한 부품조달 정보 제공

LCD, 통신기기,
디지털 가전,
첨단 반도체

경쟁력심화를 위한
선별적 투자유치
대상

- 기존사업의 기능심화 유도(생산 →
R&D센터)
- 인센티브 강화보다는 공격적 해외 IR
실행

그룹 III

자료 : 서중해(2004)

유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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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허리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집약적인 산업특성상 일부 선
진국만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투
자를 유치한다면 국내의 인적, 기술적 자산과 결합하여 선진기술을 이전받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동북아로 생산기지 이전을 모색하고 있
는 일본계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독일 등 유럽계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 유치마케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들 외국기업
을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R&D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기업
과 국내기업간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별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지원하여야 한다.
LCD, 통신기기(단말기), 디지털 가전, 반도체 등 산업의 경우 국내 선도부
문이자 외국인투자가 지난 5년간 1단계로 완료된 부문이다.29) 기진출 외국기
업의 추가 투자나 국내산업 심화를 유도하는데 주력해야 할 분야로써 R&D
센터, 디자인센터 등을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산업발전단계별, 또는 성장단계별 FDI 유치전략에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크다. 아일랜드는 초기의 무차별적 FDI 유입전략에서
고부가 첨단기술 산업의 유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1990년대
일부 제조업이 임금이 싼 동·중유럽으로 옮겼고 앞으로 콜센터 등도 인건
비 상승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저비용에 바탕을
둔 기업의 유치는 과감히 포기하고 대신 IT, 생명공학,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의 유치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학, 소프트웨어 업체의 R&D
센터와 지역본부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경제성장단계에 맞추어 FDI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1965∼
1978년에는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지향적 외국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후에도 1979∼1985년에는 자본·기술집약형 산업화,
1986∼1998년에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 맞추어 컴퓨터와 주변기기, 자동
차 부품,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과 상업, 관광, 운수, 통신, 금융산업의 외자
유치에 집중하였다. 1998년 이후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면서

29)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모토로라코리아, 페어차일드코리아, 노키아 TMC, JSR 등이 유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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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집약적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
비스업가운데 지식산업화가 가능한 전자,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생명과학,
물류, 정보통신, 미디어 등의 첨단산업을 클러스터 내에 유치하고 있다. 해
외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도 참여하는‘공동
출자프로그램’
(co-investment program)까지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성장이 요소투입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의해 주로 결
정될 것이라고 예측되므로 기술이전에 도움이 되는 FDI를 적극 유치할 필
요가 있다. 세계의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동아시아지역 R&D 거점을 한국
에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을 한국 기술혁신시스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
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학적인 이
점을 발휘하여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regional head quarter)를 유
치하고 아시아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의 상품기획이나 설계개발, 생산기
술의 개량 등을 아시아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전력
이 유효하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의 기반시설, 신제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등을 이용하여 제품 테스트 베드를 제
공하는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한다.

라. 기존 제도의 미비점 보완
제Ⅳ장 제1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센티브 제공은 총량적
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수준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 총투자액의
30%를 현금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감면, 부지매
입 지원, 현금 보조금을 모두 합하면 최대 20% 이상이 된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이제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유치의 주요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적 FDI정책이 시행되면서 각국의 FDI정
책이 서로 비슷해져서 차별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제 다국적기업은 투
자대상국을 결정할 때 인센티브 그 자체보다는 FDI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현지국의 정책 및 제도 일반 - 이자율과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재정정책, 법인세와 소득세와 관련된 조세제도, 투자자산의 가격
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 노동시장 등 요소시장에 관한 정책 등에 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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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기울이고 있다(world investment report 1998).
이에 따라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외국투자자들이 양호한
투자환경이라고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FDI관련 정책의 가짓수가 많아지고
있다. 둘째, FDI관련 정책의 실효성(effectiveness)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전통적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FDI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넷
째, 유효한 FDI정책은 다국적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저
한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과 투자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의 장기적인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FDI정책 입안자들이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국가별로 투자정책 목표와 이에 따른 정책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는 조세감면 인센티브와 현금보조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
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중점을 두는 국가는 조세감
면 위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고용창
출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는 나라는 현금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금보조금 제도를 2004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한편 기존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지원도 사실상 현금보조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용
및 지역개발로 정책목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현재 업종기준으로
투자자유화율이 99.8%에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업종이 외국인투자에
문호가 개방된 상태이다. OECD회원국 28개국을 대상으로 FDI를 제한하는
규정 - 외국인 소유 제한, 인허가 절차, 이사회 구성 제한, 인적 이동 제한,
국산품 사용 부과 등을 조사하여 그 정도를 지수화한 결과가 <그림 10>처럼
나타난다(Golub 2003)30). FDI 제한지수(FDI restriction index)는 제한이
없을수록 0의 값을, 제한이 많을수록 1의 값을 가지는데 제조업에 대한 FDI
제한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0.075로서 OECD 평균치인 0.087보다 낮
다. 우리나라보다 제한지수가 낮은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

30) Hardin & Holmes(1997)도 APEC국가들에 대한 FDI 제한지수를 작성하였으며, 위와 비슷한 결과
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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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이상 0.025), 체코, 미국(이상

0.050), 노르웨이, 스웨덴(0.069)이다. 따라서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면 OECD국

가에서도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비즈니스 서비스(법률, 회계,

건축, 공학), 통신, 건축, 도·소매 유통, 금융, 호텔·식당, 수송, 전기 등의

업종을 포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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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FDI 제한지수는 0.349로 OECD 평균인
0.195에 비해 월등히 높다(<그림 11>). 비교대상 28개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서
비스에 대한 제한이 심한 나라는 캐나다, 터키, 아이슬란드 등 3개국에 불과
하다. 한편 영국(0.063), 네덜란드(0.089), 벨기에(0.089), 독일(0.094), 아일랜드
(0.096)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
방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개방의
문이 활짝 열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부
문에서 추가로 개방할 업종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서비스부문의 추가 개방안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하였다.31) 개방대상은 기계설비·보수, 기술자문, 회계, 건축,
경영컨설팅,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 시스템, 자동차 설계 등 10개 분야이다.
그런데 새로운 양허안에 포함된 업종에 대한 FDI의 제한 정도는 서비스
업 내에서는 심한 편이 아니다. 이들 업종이 포함된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
의 FDI 제한지수는 0.131로서 OECD 평균치(0.132)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OECD 28개국 가운데 규제 정도가 19위에 위치하고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
업보다는 통신, 도·소매유통, 금융, 전기 업종의 제한이 다른 OECD 국가
들에 비해 강하다(<표 35>). 따라서 이들 업종에 대한 추가 개방을 면밀히
표 35

서비스 업종별 FDI 제한지수

업종

비즈니스
서비스

통신

건축

유통

금융

호텔·
식당

수송

전기

한국

0.131

0.525

0.075

0.325

0.452

0.075

0.399

1.000

OECD 평균

0.132

0.372

0.103

0.149

0.184

0.099

0.331

0.769

순위

19

22

15

26

27

16

20

22

자료 : OECD

31) 2005.5.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양허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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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지만 소유한도, 인허가절차
등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업종이 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투자 자체가 발
생하기 힘들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정부가 판단하여 외국인투자대상에서 제
외하는 업종도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이들 제외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데 그 근거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한다기보다는 개념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대와 세상이
바뀜에 따라 외국인투자 적용대상이 아닌 분야도 유치대상으로 변할 수 있
다고 본다.
경제학 연구개발업은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분류된다. 경제, 경영, 금
융, 경제 및 사회통계 이론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대하
여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관부처인 교육부) 제외업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도 투자제외
업종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예술, 문화학, 철학,
역사학, 복지학 연구, 교육학 연구, 법학, 언어학, 군사학 등이 포함된다.
유아교육기관으로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기관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으로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상
업·정보산업·공업·기타 기술 및 직업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사회교육시설,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등이다. 이는 교
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관 및 시설이 포함되고 있다. 교육기관뿐만 아니
라 사회교육시설, 학교 및 시민단체 부설 사회교육원 등도 투자제외업종으
로 분류된다. 다만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가운데 속독학원, 웅변학원,
체육전문강사 교육학원, 체육입시학원은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의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
병원과 함께 외국인학교의 유치가 성패의 관건이라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면 교육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는 조치가 점진적으로 강구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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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동남아 국가들의 최근 노력들이 주목된다. 싱
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적극적인 개방과 국제화에 나서고 있다. 예
를 들어 싱가포르는‘글로벌 학교 타운(global school-house)’
을 국가 목표
로 내걸고 있다. MIT·와튼스쿨·시카고 등 미국 일류 경영대학원과 프랑스
인시아드(INSEAD)·코넬·존스홉킨스대 등 10개 세계 명문대학 또는 대학
원들이 자체 캠퍼스를 갖고 있거나 싱가포르 대학들과 제휴해 들어와 있다.
해외 유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30년간 캠퍼스 부지 무상 임대, 대학 연
구비의 50% 제공, 재정 보증, 등록금 대출 같은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싱가포르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총인구 10
명당 한 명 이상이다.
말레이시아는 외국 명문대와 학위 공유제를 활용해 미국 200대 대학 중
120개, 영국 100대 대학 중 60개가 벌써 진출해 있다. 또한‘국가경제행동위
원회(national economic action council)’주도로 2010년까지 10만명의 외
국 대학생을 유치하여 40억링깃(약 1조 2,000억원)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들 나라들은 교육 세계화를 통해 자국 교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
수인재 유치와 해외 유학비 지출 절감 같은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외자유치 유관기관은 산자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 산하 Invest
Korea,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Invest Korea를 중심
으로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나 외자유치 유관기관이 산재하고 있
는 관계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
기 위해서라도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유치 전담 기구 또는 협의체
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싱가포르(EDB), 아일랜드(IDA) 등은 이러한 기구
를 활용하고 있다.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통하여 모든 투자유치 관련업무가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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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라는 구
별 자체가 없고 아일랜드도 인구 400만명의 소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단
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
은 큰 나라이고 지방분권의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영국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인 Invest-UK는 지역 및 지방개발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통일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의향을 보인 이후에는 해당 지역개발기
관이 모든 투자지원업무를 실행하지만 투자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우
에는 Invest-UK와 해당 지역개발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지원업무를 한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
할 재정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외자유치의 궁극적 수혜자는 외국기업이 입
주한 지역주민이므로 지자체간 외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지역개발 및 고용창출이 투자정책목표이며 지방분권화가 진전된
국가일수록 지자체 소속 지역개발청을 통한 외자유치 활동이 활발하며 우리
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유치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
스의 제공도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설립하려
면 10여개 이상 기관에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인가(재
경부 지정 은행), 산업단지신청(산자부), 건축허가(군·구청), 부동산등기(등기
소), 취업규칙신고(지방노동청), 조세감면신청(재경부), 법인설립신고(지방국세
청) 등 잡다한 업무를 일일이 처리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물품 수입은 관세
청과 검역소, 직원 입국은 출입국관리소 등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돼
있고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도 활동하고 있지만 허가권한이 미약해 효율
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 전담기관, 정부유관기관, 지
방자체단체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 투자유치 업무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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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제도는 현재 4개가 운용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중복되고 지역도 중첩되
는 문제가 있다. 전남 대불산업단지에는 외국인투자지역(Type B)과 자유무
역지역이 함께 들어서 있고 가까운 지역에 광양 경제자유구역도 있다. 인천
항 주변에도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이 따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입지가 뒤섞인 것은 필요할 때마다 입지제도를 짜깁기 식으로 만
들어왔기 때문이다. 1970년 마산지역을 시작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었다. 하지만 한국
의 내수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 들어갈 수 없자 이러
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1994년 외국인전용단지 제도(현재의 외국인투자
지역(Type B))를 도입하여 산업단지 안에 외국인전용단지를 만들었다. 정부
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Type B)이 물류나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외국
인투자기업 유치가 부진하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의사를 반영해 외국인투자기
업이 원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지역도 외국인을
위한 학교·병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3년 외국인
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완비한 도시건설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되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입지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기존 입지를 조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입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러 입지제
도가 혼재 분산되어 중복·과잉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5년부터 외
국인 전용단지 제도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재분류하고 외국인투자지역과 여
타 지역(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 국제자유도시 등)과의 세제지원상
의 격차를 줄였지만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중복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
다. 기존 입지지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세제지원도 단일화하는 방향으
로 외국인투자 입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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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외개방을 전면적으로 단행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철회하는 개방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FDI는 급격하게 증
가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총고정자본형성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머물렀으나 1999년에는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7.1%를 차지하였고
2003년 이후 3%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외환확보라는 외환위기의 절실한 상황을 극복한 시점에서 FDI정책
의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외자유치 목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
아지는 시점에서 과거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지식 및 기술을 기
반으로 한 혁신주도형 신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성장전략에서
FDI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DI가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어떤 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의 FDI를 유치하는 것이 혁신주도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각도에서 현재의 FDI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DI는 자본의 유입으로 투자유치국의 투자를 증가시켜 승수효과를 통하
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시점의 우리나라 경
제는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축적이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자본형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한
계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자본심화 또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생산성 증대에 FDI가 기여
한다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자
본재 및 시설재의 도입을 통하여 이들 자본재 및 시설재에 체화된 기술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본이 심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FDI가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도입한 기술이 후방연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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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연계효과, 연구개발 활동, 인력이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 파급되는 통로
를 통하여 FDI가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총요소생산성 기준으로 국내 생산성에 대해 긍
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1997
∼2000년간 외국인투자기업 260개 업체, 국내기업 2,076개 업체를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FDI는 국내 산업의 생산성에‘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최근에 올수록 강해지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FDI정책은 1990년대 자유화 단계를 거쳐 1998년 이후에는 적
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유치촉진단계로 발전하였다. 이를 법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998년 제정되었다. 이후 최근까지
15차례의 타법개정과 3차례의 부분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외국인투자와 관련
된 규범이 거의 정비된 상황이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기존의 조세감면제도뿐만 아니라
주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보조금제도도 2004년부터 도입되었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는 필요하
지 않을 정도로 거의 완결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FDI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는 시정·개선이 필요한 점들도 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FDI를 유치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금융상
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기업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과제로써 노사관계 정착,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업환경 가운데 개선되어야 할 부
문으로 노동시장과 조세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외기
업 모두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사관계를 유연화하고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요구된다.
둘째, FDI 유치에 성공한 국가들은 유입자체에만 노력하여 얻은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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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개방적 정책을 펼친 결과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확대되었다. 따라서 FDI 유입을 지원하는 일방적인 정책보다
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과 국내외 자본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오히려 FDI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개방적으로 전환되어 외국자본의 국내기업활동
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진보다. 그런데 이러한 외
국자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이 오히려 국내자본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에서 국내
대기업이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는 국내기업의
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유
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자본이 투자할 여력이 없으므로 외국자본이라
도 들어와서 국내투자를 유치하자는 것이 FDI정책이라고 한다면 국내자본
의 국내투자를 막으면서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FDI정책의 원래 의도
가 전도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FDI정책은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치가 국내자본을 구축(crowd-out)하는 부작
용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
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FDI정책을 전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과 같은 양적 팽창전략보다는 비교우위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하
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의 발전과 성장잠
재력 확보 차원에서 산업경쟁력과 성장동력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
고, 대상별로 유치활동을 차별화시켜 나가야 한다. 의류, 섬유 등 성숙산업
으로 합리화 대상 업종은 고용창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역개발과 연계되
게끔 지자체, 지역 기업중심으로 유치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의약, 정밀·
운송기계, 자동차부품 등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유치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선진기업의 기술이전을 받기 위한 국내외 기업을 연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LCD, 통신기기, 디지털 가전, 첨단 반도체 등 경쟁력 심
화를 위한 선별적 투자유치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의 기능을 심화시
키기 위해 생산시설 유치에서 R&D센터 유치 등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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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수 차례의 개정작업을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도적으로 거의 완결되어 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자유
화율은 업종기준으로 99.8%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 업종이 개방화되어 있다.
특히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OECD 평균보다 규제가 덜하다. 그러나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OECD 평균에 비해 규제가 강한 편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서비스, 통신, 건축, 도·소매 유통, 금융, 호텔·식당, 수송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분류
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
요하다. 외자유치 유관기관은 산자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 산하
Invest Korea,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Invest Korea
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나 외자유치 유관기관이 산재
하고 있는 관계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
기 위해서라도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유치 전담 기구 또는 협의체
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외국인투자 입지 제도를 체계
적으로 재정비하고 세제지원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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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술적으로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없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FDI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서는 FDI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견해가 지배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의 직접투자 유출과 유입을 보면 직접투자의 유입
도 증가하지만 유출도 급격히 증가한다. 직접투자의 유출 증대로 인해 산업
공동화, 고용창출의 어려움, 성장잠재력 축소 등 다양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
다. 그로 인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우려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다(서영경·이한녕 2002).
최근 FDI 유입이 증대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제회생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FDI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도 해외순방에서 선진국
기업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는 데 존재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FDI는 한국경제의 성장원동력 역할을 할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
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FDI 유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
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FDI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아주 부족
하다. 특히 한국에서 1990년 이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저자들의 문
헌조사에 의하면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FDI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만들어 낼
수도 없다.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FDI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
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각 이익집단의 자기 몫 챙기
기 식 아이디어도 있다. 심지어 이해집단에 따라 상호 상충된 의견이 나오
기도 한다. 다양한 의견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정책의 초점을 흐
리게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선택과 집중을 위한 FDI 유치의 전략적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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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내는 일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본 연구는 1991∼2003년 사이 한국의 산업별 FDI 유치실적을 통합자료로
만들어 FDI 유입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해 7개 장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Ⅱ장에서는 FDI 결정요인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경제구조 요인이 FDI 결정요인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조사해 본다. 본
연구에서 경제구조는 첨단산업, 산업집중도, 수출 및 수입 구조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산업집중도는 FDI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정보
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한국으로 유입된 FDI 추이를 국가별,
산업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실증분석에 이용될 FDI 자
료의 특징을 사전적으로 정리해 본다. 제Ⅳ장에서는 한국의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게 된다. 적절한 모형 선택을 위해
그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제Ⅴ장에서는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
기 위한 자료설명과 실증분석 결과가 정리된다. 이 결과를 이용해 한국에서
FDI를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제Ⅵ
장에서는 FDI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한국
에서 FDI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정리해 본다. 결론에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제언과 본 연구의 한계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FDI
결정요인에 대한 향후 연구과제를 찾아본다.

II. FDI 결정요인과 경제구조
1. 구조변수의 역할
1980년대 외채위기와 1990년대의 외환위기는 외국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차
입금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야기했다. 이는 상업은행 차입금 같은 단순한 외
국 자본보다 더 복합적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개발도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더 많은 FDI를 유치하
려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자본이동의 구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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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더 많은 FDI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경주
하는 것은 FDI가 그 나라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FDI의 긍정적 효과로는 생산성 향상, 국내시장에 대한 기술이전, 경
영기술, 새로운 공정 및 노하우, 근로자 훈련, 국제 생산네트워크 그리고 시
장 접근을 들 수 있다(Caves 1996).
FDI의 긍정적 효과는 궁극적으로 유치국의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
는데 이를 분석하는 논의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FDI가 유치국
의 경제성장이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술이전, 시장 확
대 및 통합, 신제품 소개 등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신고전
학파 성장모형뿐만 아니라 신성장이론에서도 크게 발전하여(Grossman and
Helpman 1991, 1995, Barro and Sala-i-Martin 1995, 1997) FDI가 이러
한 긍정적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쉽게 수용할 수 있
다. 그 결과 한 국가의 근대화나 경제성장 촉진의 방편으로 FDI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기업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제Ⅴ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명확하
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받아들
이고 한국에서 산업별 FDI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Razin(2002)과 Lipsey(2001)는 FDI
결정요인을 두 가지 범주 - 미시이론(산업조직)과 거시·재무(자본비용)이론
- 로 나누고 있다. 미시이론 분야에서는 Caves(1971)가 FDI 결정요인을 설
명하려 하는 초기 문헌을 정리하여 시장불완전성과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
는 다국적 기업의 야망을 강조하였다. 그 이후 문헌은 제품 우월성 및 비용
우위에 기인한 기업의 특정 이점에 중점을 두게 되며 그러한 이점은 규모의
경제, 다공장경제(multi-plant economies), 첨단기술, 탁월한 마케팅 및 분
배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Helpman 1984). 또한 비용이점은 상대적 임금
차이, 이자율, 토지가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비용 또는 제품에 연관된
이점들은 지식 및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 내부에서 보유된 분할 불가능한 무
형자산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국적 기업은 무역보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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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흥미로운 연구방향으로서 신흥경제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형태를
수출, FDI, 라이선싱 등에서 기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행위로 보는 시각
이 있다.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수출, FDI, 라이선싱 중 어떤 형태를 택하게
될 것인지는 이론적 및 실증적인 주제이다. 다국적 기업이 수출과‘수평적’
FDI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다국·다부문 일반균형(multicountry,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해 Helpman et
al.(2003)은 이론적으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된다. 해외에 진출할 정도로 생
산적인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생산적인 기업들은 외국 시장
에 FDI로 진출하지만 그보다 덜 생산적인 기업은 수출을 선택하게 된다. 즉
수출 및 FDI 기업은 기업의 평균보다 생산성이 더 높고 FDI 기업은 수출기
업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 FDI 기업은 자국 내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
업이다. 따라서 한 국가 내에서 생산적인 기업도 외국 시장에 진출하는 패
턴이 다르다. Helpman et al.(2003)의 이러한 이론은 미국의 52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38개국으로 수출 및 FDI 하는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도 입증된다.
또한 미시적 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규제를 들 수 있다. 국경간 인수를 통
한 수평적 또는 수직적 결합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관세 및 쿼터가 바로
그것이다.
거시적 연구의 초점은 환율 상승(자국 통화가치 하락)이 FDI에 미치는 효
과이며 그것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다양하다. 먼저 FDI 수혜국으로 자금이
유입된 이후 환율 상승에서 얻는 유리한 효과를 들 수 있다. FDI 수혜국의
환율상승은 수혜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및 투자비용을 낮추게 되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윤을 증대시키게 된다. 둘째, 실질환율의 가치절하가
FDI를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경로로 부의 효과를 들 수 있다. FDI 수혜국
실질환율의 가치절하는 외국기업의 상대적 부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외국기
업들이 해외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내유보를 사용하고 수혜국
자본시장의 국내 대출자로부터 차입하는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쉬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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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FDI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모두 나타난다.
Caves(1989), Froot and Stein(1991), Swenson(1994), Klein and Rosengren
(1994) 등의 미국 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에서는 미국 달러가 약세일 때 외
국 기업들은 미국의 자산과 기술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일반적
인 믿음을 지지해 준다. 반면 Ray(1989), Stevens(1992), Healy and Palepu
(1993) 등의 실증연구에서는 환율과 FDI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지
지해 줄 수 있는 결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Froot and Stein(1991)은 자본시
장이 불완전할 때 환율수준과 FDI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만 다른 실증연구에서는 미달러화의 약세가 FDI 유입 증대와
왜 확실하게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 많은
학자들은 환율과 FDI간의 상호관련성을 부정해 왔는데 그 주요 이유는 FDI
의 결정요인은 미국 자산의 가격이 아니라 수익률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
통화가치에 비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통화로 표시된 미국 자산의 가
격뿐만 아니라 명목수익률도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McCulloch
(1989)는 환율 수준이 외국인직접투자의 현재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lonigen(1997)은 1975∼1992년간 일본 기업의 미국에
서의 인수 자료를 이용해 환율변화가 인수 목적의 FDI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게 되는데 인수목적의 FDI는 그 성격이 기
업특정 자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시적 연구로 해외직접투자와 경제발전을 연관시켜 해외직접투자의
패턴과 역사의존경로를 발견하려는 Dunning(1981), Dunning and Narula
(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 및 경제성장은 외국 기업
에 더 큰 시장을 제공해 주게 되므로 그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
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로 인해 경제성장이 해외직접 투자 유치의 중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Dunning(1981)은 국가들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과 해외직접투자의 상호관계에 대해 U자 가설을 제시하였
고 이종욱(2003, 2004)은 일본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1인당 GDP수준이 해
외직접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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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구조변화과정에서 첨단산업과 FDI
한국과 같은 중진국은 후진국의 전형적인 발전전략인 풍부한 노동력을 이
용한 저임금의 수출경쟁력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헥셔오린 이론에 의해 중진국에 경쟁력을 줄 수 있는 요소, 즉 저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풍부한 부존자원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중요한 생산요소로 노
동, 자본, 기술, 경영 등을 들 수 있다. 중진국으로 접어들었지만 한국에는
이제 노동, 자본이 풍부하지 않으며 기술, 경영 등도 풍부하지 않다.
이제 한국경제는 부존자원으로 강조되는 노동, 자본으로는 더 이상 경쟁
력이 없고 기술, 경영 등과 같은 생산요소를 한국에서 풍부한 자원으로 만
들어야 한다. 이제 한국의 경쟁력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돈과
시간을 투자해 기술, 경영 등을 통해 창출될 수 있다.
이러한 자원 중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고 그중 한
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강조된 것이 첨단산업 기술이다. 첨단산업은
1980년대부터 한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줄곧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종욱(1989)의 서베이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첨단산업에 대
한 공통된 정의는 없지만 모든 정의는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까지 첨단산업을 선도해 온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첨단산업은‘R&D비용/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정의된다. 즉 첨단기술 산업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R&D비용이
중요한 투입물이 되는 산업이다. 이때 R&D 투자는 R&D를 위한 시설재 및
장비와 연구 인력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부가가치는 생산성, 즉 기술진보
를 측정하는 중요한 측도이므로 첨단산업의 육성은 중진국 및 선진국의 국
제경쟁력에 의해 지속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업임을 시사
한다. 이런 정의에 의하면 대표적인 첨단산업은 정밀전자 정보산업(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기기 등), 신소재, 생명공학, 우주 및 해양산업이다.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FDI의 적극적 유치의 타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이 첨단산업을 점차 경제성장의 원동력
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여 첨단기술 수출을 회피하므로 후진국의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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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FDI는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첨단산업은 그 정의상 단기, 중기에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이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첨단기술의 선진국과 한국과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중기적으로 따라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첨
단산업 기술을 가진 산업의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셋째, 첨단산업은 높은 연구개발비 투자가 필요한 고비용, 고지식 산업이
므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물적 및 인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는 전략으
로 선진국 첨단산업의 FDI 유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III. 한국의 FDI 추이의 국가별 및 산업별 특성
1. 한국의 국가별 FDI 추이
한국으로 유입된 국가별 FDI 추이를 요약한 <표 1>을 이용해 보면 2000년
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의
FDI가 가장 많다. 1962∼2006년간 미주(미국, 캐나다), 아시아(일본), 구주(독
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유입된 FDI 금액이 전체 FDI 금액의
99%, 건수 기준으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시기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보면
한국으로의 FDI 유입을 증대시킨 나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흥미롭게 관
찰할 수 있다. 1962∼1969년 사이에는 미국, 일본 및 영국의 3개국이 전체
금액의 99% 정도를 차지한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은 FDI를 행한 국가는 미
국이며 그 다음이 일본, 영국 순이다. 미국의 FDI 규모는 일본 및 영국의
각각 1.86배, 4배에 이른다.
1970∼1979년에는 FDI 규모가 1960대에 비해 14.6배로 증가하고 일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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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가

한국의 국가별 FDI 추이
1962∼2006
건수

(천달러)

1962∼1969

금액

건수

금액

1970∼1979
건수

1980∼1989

금액

건수

금액

미주지역

8,849

45,335,794

94 49,605

259

302,460

645 1,301,596

미나국

7,540

36,631,539

82 42,978

229

258,427

610 1,245,329

캐나다

450

3,490,507

4

788

아주지역

20,927

38,079,390 145 23,073 1,493

845,996 1,305 2,348,676

19,533,658 134 21,421 1,454

819,117 1,199 2,150,703

2

일

본

9,480

중

국

5,225

1,794,613

구주지역

5,469

42,232,693

독

일

1,215

7,279,326

5

영

국

817

프랑스

-

206

15

5,174

-

-

-

-

-

12 11,908

82

77,569

334

686,292

898

30

16,799

94

160,732

6,490,489

3 10,598

14

15,464

57

106,795

653

4,711,640

-

-

12

10,293

33

91,785

이태리

116

138,164

1

102

-

-

3

15,030

벨기에

143

3,121,513

-

-

4

2,668

11

5,111

네덜란드

860

13,775,430

1

-

9

25,386

33

117,358

덴마크

116

170,513

-

-

-

-

17

13,639

룩셈부르크

165

905,144

1

-

3

400

-

-

아일랜드

193

2,075,532

-

-

-

-

-

-

핀란드

49

83,578

-

-

-

-

4

3,078

스웨덴

166

951,775

-

-

-

-

17

10,301

노르웨이

94

342,416

-

-

-

-

8

1,077

스위스

434

1,329,285

-

-

8

6,088

52

160,754

합계(A)

35,245 125,647,877 251 84,586 1,834 1,226,025 2,284 4,336,564

총계(B)

36,119 126,747,638 254 85,693 1,859 1,270,489 2,343 4,411,110

A/B(%)

98

99

99

99

99

97

97

98

주 : 총계는 기타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합한 금액
자료 : 산업자원부

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이다. 영국
보다 네덜란드 비중이 높다. 또한 과거 3개국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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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국의 국가별 FDI 추이(계속)

국가

1990∼1999
건수

(천달러)

2000∼2006

금액

119

건수

1998∼2006

금액

건수

금액

미주지역

2,673 14,423,222

4,886 28,559,613

6,057

36,536,952

미나국

2,350 12,765,752

3,955 21,644,352

4,965

28,353,630

2,858,414

369

3,271,659

13,469 22,639,912

15,094

29,435,157

3,928 11,422,732

4,651

13,694,753

4,542

1,719,004

4,962

1,753,970

2,913 25,859,834

3,606

35,238,278

캐나다

121

621,230

아주지역

4,013 11,326,711

일

본

2,278

4,303,038

중

국

679

72,120

구주지역

1,930 14,524,786

300

독

일

427

2,561,334

600

4,415,839

747

6,160,627

영

국

267

1,129,316

429

5,160,693

526

5,701,079

프랑스

234

1,803,114

341

2,733,732

444

3,853,392

이태리

45

26,726

62

89,610

75

93,939

벨기에

28

519,780

93

2,585,174

104

3,070,058

네덜란드

344

6,129,548

436

6,879,526

577

11,524,623

덴마크

50

109,179

43

2,932

60

83,096

룩셈부르크

23

52,164

134

851,222

147

899,427

아일랜드

80

1,129,560

112

945,722

133

1,069,728

핀란드

20

31,428

21

40,034

28

65,376

스웨덴

70

378,963

65

551,787

91

872,194

노르웨이

20

6,803

64

334,167

70

336,916

스위스

174

565,190

166

465,946

215

682,661

합계(A)

8,616 40,274,719

21,268 77,059,359

24,757 101,210,387

총계(B)

8,748 40,573,556

22,318 77,697,251

25,824 102,099,894

A/B(%)

98

99

95

99

96

99

주 : 총계는 기타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합한 금액
자료 : 산업자원부

국이 더 추가되어 6개국에서 유입되는 FDI 금액 비중이 97%에 이른다. 1970
년대에 한국에 가장 많은 FDI을 유입시킨 일본의 비중은 전체 FDI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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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를 차지한다. 한국에 가장 많은 FDI를 투자한 국가로서 일본의 지위는
1980년대까지 계속되고 1990년대에 또 다시 미국의 FDI 비중이 가장 높아
진다.
1980년대에는 전체 규모가 1970년대보다 3.47배로 증가하고 일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순이다. 동 6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97%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투자 금액은 미
국의 약 2배이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1%이다.
1990∼1999년 FDI 규모는 1980년대에 비해 9.2배로 증가한다. 특히 1997.12
월 외환위기 이후 3년 동안에 한국에 유입된 FDI가 1990년대 FDI 유입규모
의 약 50%를 차지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1990년대에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네덜란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순이다. 1970년대까지 높
은 비중은 차지한 일본의 FDI 비중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미국의 FDI 금액
규모는 일본의 4배에 이른다.
2000∼2006년 FDI 규모가 1990년대 10년 동안의 금액보다 1.92배로 더 많
다. 외환위기 이후 1998∼2006년의 8년 동안 FDI 규모는 1990년대의 약 2.5
배이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방매(fire sale)라는 치욕을 만들면서1) 한국 역사
상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FDI 유입이 이루어진 기간이다.

2. 한국의 산업별 FDI 추이
한국의 산업별 FDI 금액을 보면 1962∼2006년 제조업, 서비스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각각 42.43%, 52.58%이며 두 산업을 합하면 95.01%에 이른다.
전체 기간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보면 산업간 추이의 변화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1962∼1969년에는 전체 FDI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
각 78.8%, 18.23%이다. 1970∼1979년 사이에는 전체 FDI에서 제조업, 서비스
1) 1980년대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미국 자산이 일본에 방매된다는 비난이 일어났다(Graham and
Krugman 1989).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미국에 대한 비난이 일어난 상황과 전혀 다르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방매에 대한 비난은 미국 및 IMF의 위협과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주권의 존재
여부를 회의하게 만드는 무능 및 무방비 상태의 김영삼 정부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재정경제부를 향한 화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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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산업별 FDI 유입 형태

(천달러)

1962∼2006
건수

농·축·수산업 및 광업(A)
제조업(B)

236

121

금액

421,588

12,727 53,778,621

1962∼1969
건수

5

금액

1970∼1979
건수

590

64

155 118,116 1,595

1980∼1989

금액

건수

10,053

33

금액

16,467

950,788 2,026 3,048,367

식식품

680

4,168,583

5

811

59

31,908

128

207,993

식섬유·직물·의복

669

1,126,145

31

11,350

169

174,854

90

64,413

식제지·목재

247

2,660,036

1

150

12

4,155

38

47,737

식화공

1,911

9,851,044

27

47,310

211

301,811

314

711,233

식의약

278

1,029,299

6

2,477

9

4,102

69

144,554

식비금속광물

477

2,566,387

7

10,399

117

51,201

67

74,597

식금속

782

2,578,725

8

3,598

107

61,692

124

88,633

식기계·장비

1,851

4,859,058

22

6,313

181

53,314

279

144,149

식전기·전자

3,636 17,863,821

26

28,196

438

188,255

578

999,414

식운송용기계

1,127

6,139,512

5

3,922

55

42,467

184

484,204

식기타제조

1,069

936,011

17

3,590

237

37,029

155

81,440

서비스산업(C)

22,579 66,643,953

30

27,332

219

389,772

식도·소매유통

14,463 16,524,186

11

4,905

55

50,318

식음식·숙박
식운수·창고(물류)
식통신
식금융·보험
식부동산·임대

639 2,286,215
268

502,871

1,014

6,795,738

3

3,829

35

177,249

84 1,112,631

786

2,687,570

3

3,370

36

42,467

229

2,076,681

0

0

0

0

0

0

1,538 21,505,141

3

3,021

37

89,840

106

395,676

23

26,706

557

4,442,930

0

0

5

1920

8

141,258

3,113

4,977,587

7

10,991

25

19,319

115

77,882

식문화·오락

397

6,863,770

0

0

3

1,098

20

11,494

식공공·기타서비스

482

770,350

3

1,216

23

7,561

15

17,697

전기·가스·수도·건설(D)

577

5,903,476

5

3,855

34

69,302

50

150,340

91

3,115,576

0

0

0

0

0

0

486

2,787,899

5

3,855

34

69,302

50

150,340

식비즈니스서비스업

식전기·가스수도
식건설
전체(E)

36,119 126,747,638

195 149,893 1,912 1,419,915 2,748 5,501,389

식A/E(%)

0.65

0.33 2.56

0.39 3.35

식B/E(%)

35.24

42.43 79.49

식C/E(%)

62.51

식D/E(%)

1.60

자료 : 산업자원부

0.71

1.20

0.30

78.80 83.42

66.96 73.73

55.41

52.58 15.38

18.23 11.45

27.45 23.25

41.56

4.66 2.56

2.57 1.78

4.88

1.82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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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산업별 FDI 유입 형태(계속)
1990∼1999
건수

농·축·수산업 및 광업(A)
제조업(B)

60

금액

356,746

(천달러)

2000∼2006
건수

74

금액

37,732

1998∼2006
건수

108

금액

124,428

4,112 21,822,126 4,834 27,362,908 6,317 41,554,451

식식품

279

2,625,864

209

1,302,007

299

2,388,736

식섬유·직물·의복

175

248,904

204

626,624

275

750,514

식제지·목재

118

2,260,823

78

347,171

123

2,025,589

식화공

793

3,767,543

559

4,542,574

819

6,703,687

식의약

99

473,963

95

404,203

126

521,934

식비금속광물

139

1,044,630

147

1,385,560

179

2,183,890

식금속

278

1,036,785

265

1,388,017

380

2,194,659

식기계·장비

673

1,673,494

695

2,981,553

919

4,103,634

식전기·전자

921

6,567,778 1,673 10,080,178 2,039 15,367,034

식운송용기계

327

1,803,020

556

3,805,899

674

4,700,322

식기타제조

310

319,322

353

499,121

484

614,451

서비스산업(C)

4,604 18,727,529 17,087 45,669,247 18,995 55,056,539

식도·소매유통

3,030

8,937,828 11,099

7,484,406 12,322 10,937,524

식음식·숙박

215

2,096,676

677

3,405,353

775

4,115,146

식운수·창고(물류)

222

476,730

502

2,138,297

568

2,471,006

67

425,112

162

1,651,569

200

1,899,037

식통신
식금융·보험
식부동산·임대
식비즈니스서비스업
식문화·오락

291
63
596
46

4,494,082 1,101 16,522,522 1,227 19,609,911
342,520

481

1,089,247 2,370
652,647

328

3,957,232

534

4,267,234

3,780,148 2,609

4,319,774

6,198,531

356

6,794,423

식공공·기타서비스

74

212,687

367

531,189

404

642,484

전기·가스·수도·건설(D)

167

1,063,151

323

4,627,364

404

5,364,476

17

690,536

74

2,425,040

87

3,036,541

150

372,615

249

2,202,323

317

2,327,934

식전기·가스수도
식건설
전체(E)

8,943 41,969,552 22,318 77,697,251 25,824 102,099,894

식A/E(%)

0.67

식B/E(%)

45.98

식C/E(%)

51.48

식D/E(%)

1.87

자료 : 산업자원부

0.85

0.42

0.12

52.00 21.66

35.22 24.46

40.70

44.62 76.56

58.78 73.56

53.92

2.53

0.33

1.45

0.05

5.96

1.56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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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비중이 각각 66.96%, 27.45%이다. 1970년대는 60년대에 비해 제조업 비중
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80∼1989년에는 전체 FDI에
서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이 각각 55.41%, 41.56%로 그 이전 시기보다 서비
스 FDI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1990∼1999년에는 전체 FDI에서 제
조업, 서비스업이 각각 52.00%, 44.62%로 서비스업 비중이 제조업을 능가하
고 있다. 2000∼2006년에 전체 FDI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이 각각 35.22%,
58.78%로 서비스업 비중은 크게 상승한다.
제조업의 FDI 추이를 1962년 이후 10년대 단위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직
접투자가 계속 증가하는 산업은 크게 제지·목재, 식품, 화공, 의약, 비금속
광물, 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기타 제조의 10개 분야다.
섬유·직물·의복의 FDI는 1962년 이후 증가하다가 1980년대에 크게 감소하
고 1990년대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는 1980년대의 약 5
배, 1970년대의 1.3배로 증가한다. 또한 서비스 산업에서도 모든 산업의 FDI
는 증가하고 있고 전기·가스·수도·건설 산업에서도 FDI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표 2>에서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섬유·직물·의복이 1980년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산업에서 FDI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정의에 따르면 FDI가 증가한 산업이 전부 첨단산업은 아니다.

IV. 모형의 설정2)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모형의 설정은 그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하
다. 기존 문헌연구로 보면 비용요인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요인이 FDI의 중요
한 결정요인이다. 본 연구는 기존 실증연구(Klein and Rosengren 1994,
Helpman et al. 2003) 및 최근 이론(Helpman et al. 2003)을 제시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는 FDI의 결정 모형을 설정한다. 이런 관
점에서 보면 비용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2) 여기서는 이종욱·전승철(2007)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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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산업에 대한 FDI 투자가 증대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어떤
요인이 중요한 변수인가에 대해서는 이론도 없고 실증적으로 발견한 어떤
것도 없다.
Klein and Rosengren(1994)은 그 이전 학자들의 이론적 기여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발전된 환율경로를 미국으로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
석에 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FDI 결정요인에서 환율을 통한 비용요인에
중점을 둔 것이다. 가장 오래된 환율과 FDI의 연계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자본이동이 상대적 노동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그 이
전의 이론과 달리 Froot and Stein(1991)은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때 자본이
동이 국가간 상대적 부에 미치는 효과와 그것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1990년대 FDI유입 결정요인을 연구한 문헌은 찾기 어렵
다. 한국에서는 FDI의 시계열이 짧고 횡단면 미시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워
FDI 유입의 결정요인 분석이 쉽지 않다는 점은 연구자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형 설정에서는 지금까지 발전된 이론을 반영하고 한국의 경
제구조를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추가는 각 지방자치
단체 및 중앙정부가 FDI를 유치하면서 실제 겪은 경험과 한국 경제의 특성
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경제구조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국 FDI와 관련한 네 가지 특징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FDI의 결정요인으로 각 산업별 집중도를 이용하게 된다. 지방자치단
체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에 나가 겪은 일화를 하나 소개해 보
자. 경상남도‘진사 공단’
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 유럽 등에서
외국 기업을 만나 한국 경상남도에 소재한‘진사 공단’
을 이야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나 LG, 삼성, 대우 등
세계적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진사 공단’주변에서 어떤 생산 활동을 하고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할 것이라 소개하면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외국 기업들은 투자 유치단이 준비한 것보다 더 적극적
으로 세계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한국 대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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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으려고 노력하였다. 한국의 경상남도에 대한 소개보다‘진사 공단’주변
에 위치한 한국 대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 투자 유치가 훨씬
더 쉬워졌다.‘진사 공단’
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을 이용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국제적 브랜드를 가진 한국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 업체들이 상
황에 따라 수출 대신 FDI를 택할 수 있다. 최근 LG 필립스 파주 LCD 단지
사례를 보자.
노트북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LCD)의 부품을 만드는 일본
업체들이 경기도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LG 필립스
공장이 파주에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와 일본 소니가 합작해 충남 탕정지역
에 설립한 S-LCD 공장도 경기도 근처에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의 투
자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일본 NEG사가 2억 7,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NEG는 주요 고객인 LG 필립스에 부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근 당공에 있는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에 25,000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키
로 했다며, TFT 글라스 생산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대형평면유리 연마기를 생산하는 M&S 파인테크는 경기도 현곡단지에 1
억 5,000만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LCD 관련 화학제품을 만드는 닛산 케미
칼은 1,000만달러를 들여 경기도 추팔지역에 공장을 짓는다. LCD 관련 부품
을 만드는 다케우치도 1,000만달러를 투자해 경기도에 공장을 설립키로 했
다(중앙일보, 2004.11.18일 E3).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FDI 유치가 더 쉬운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외국 기업이 한국에 오는 경우 경영학자들이 강조하는 한국
과 그 지역에 대한 낯설음(foreignness)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적인 한국 기
업의 존재는 한국과 특정지역에 대한 이러한 낯설음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
여하게 된다. 첫째, 대기업의 존재는 그 지역 및 그 지역으로의 접근에 필요
한 사회 간접자본 수준, 필요한 인력조달 등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것이다. 둘째, 세계적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126 제 1 부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역할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세계적 시장
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품 공급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면 바로 세계
적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다. 세계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보, 세계 수준의 인
력 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각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존재 여부가 FDI 유치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는 사실을 어떤 변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
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업집중도를 대기업의 대리변수
(proxy variable)로 활용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
방경제에서 어떤 산업에서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하게 되면 산업집중도가 상승
하게 된다. 반면 어떤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많은 경우 산업집중도가 낮아진
다. 따라서 산업집중도는 대기업의 역할을 반영하는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수출산업의 연관효과로 창출되는 FDI 유입을 분석하기 위해 수출이
FDI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게 된다. 한국의 수출산업은 한국경제 성
장의 원동력으로 수출산업으로의 FDI 유입은 성장하는 분야로의 진출을 의
미한다. 또한 한국기업의 수출은 곧 범세계화 속에 존재하는 세계시장으로
의 접근을 의미한다. 수출은 한국에서 외국기업의 시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한국의 LCD 수출을 주
도하고 있는 LG 필립스 및 삼성 LCD의 생산 거점이나 그 주변에 외국 기
업의 FDI가 몰리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이다.
셋째, 한국의 수입제품이나 해외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으나 이와 정반대로 그러한 제품의
외국기업 FDI 유입은 감소할 수도 있다. Helpman et al.(2003)에 따르면 수
입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그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상대비용을 고려하여
수출 또는 FDI를 선택하게 된다. 생산성이 낮거나 상대비용이 낮은 기업들
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행함으로써 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 반면 생산성이
높거나 상대비용이 높은 기업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행함으로써 수입이 증가
할 수 있다.
넷째, 부가가치가 높지만 자국이 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자금, 인력 및 시
간이 많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에서는 FDI 유치를 통해 자국과 다른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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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FDI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생산성이 높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을 보면 한국이
표3

1989~1999년의 미국 산업별 생산성 변화
품목

(%)

1989∼1995

1995∼1999

증가율

민간산업

0.88

2.31

1.43

농·임·수산업

0.34

1.18

0.84

광산업

4.56

4.06

-0.50

-0.10

-0.89

-0.79

제조업
내구재
비내구재

3.18
4.34
1.65

4.34
6.84
1.07

1.16
2.51
-0.59

교통
트럭 및 창고
항공
기타 수송

2.48
2.09
4.52
1.51

1.72
-0.73
4.52
2.14

-0.76
-2.86
0.00
0.63

통신

5.07

2.66

-2.41

전기, 가스 및 위생

2.51

2.42

-0.09

도매거래

2.84

7.84

4.99

소매거래

0.68

4.93

4.25

금융, 보험 및 부동산
금융
보험
부동산

1.70
3.18
-0.28
1.38

2.67
6.76
0.44
2.87

0.97
3.58
0.72
1.49

서비스
개인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건강서비스
기타 서비스

-1.12
-1.47
-0.16
-2.31
-0.72

-0.19
1.09
1.69
-1.06
-0.71

0.93
2.55
1.85
1.26
0.01

추가자료
정보기술집약성이 강한 제품 사용자
정보기술집약성이 약한 제품 사용자

2.43
-0.10

4.18
1.05

1.75
1.15

건설

주 : 1) 정규직에 해당되는 근로자당 생산성, 연평균 % 변화
주 : 2) 여기서 사용된 산출물은 농산물까지 포함하는 분배국민소득임.
자료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2001),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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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산업을 외국에서 유치해 와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미국 산업의 연구
결과를 통해 첨단산업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보자(이
종욱 2002). <표 3>은 1989∼1995년 및 1995∼1999년의 두 기간 동안 산업별
전업고용인력당 부가가치이다. 몇 가지 중요한 정량지표를 통해 정보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서 1995년 이후 생산성 성장이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 산업을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집중도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
로 나누었다. 근로자당 부가가치의 성장은 1989∼1999년에 정보기술집약적인
산업집단에서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집단에서 근로
자당 부가가치의 가속화는 정보기술 집약도가 낮은 집단의 가속화보다 50%
이상 더 빠르다.
유통 및 공급체인 관리의 개선 속도가 도매 및 소매 거래에서 놀라울 정
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두 부문에서 1995년 이후 더 빠른 생산
성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1999년에 이러한 산업들이 민간부문 전업 근로자
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산업에서 산출물은 이에 상응하는 고용의 증
가를 차감하더라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금융관련 부문 또한 1995년 이후 생산성의 가속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러한 정보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에서 성과가 좋게 나타난다는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모든 금융관련 부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 및 기타 예금기관들은 1995년 이후 생산성의 높은 성장
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보험산업은 이전에 마이너스 생산성 성장을 플러스
로 반전시켜 놓았지만 그 성장성이 금융보다 훨씬 더 낮다.
서비스 부문은 생산성 하락률이 둔화되었지만 아직도 1995년 이후 마이너
스 생산성 증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 서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 서비스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의 생산성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이 부
문에서 가장 큰 산업인 건강서비스에서 생산성 하락률이 둔화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산업별 생산성 성장 패턴은 개선된 기업관행 및 더 생산
적인 정보기술의 사용이 생산성의 가속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가의 일부는 아마도 자본심화와 연관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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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3) 산업별 결과도 중요하다. 경제
구조가 선진화될수록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상식이 되
어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금융을 제외하면 제조업보다 낮다.
<표 3>을 보면 미국 경제에서는 제조업이 1989∼1999년, 1995∼1999년 두 기
간 동안 생산성 변화가 높은 그룹에 속한다. 물론 신경제의 기저를 이루고
있었던 통신의 경우 1989∼1995년 생산성 증대가 모든 산업에서 가장 높다.
반면 1996∼1999년에서는 도매거래의 생산성 증대가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높다.
미국 경제의 생산성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의 FDI 유치에서는 제조업에
중점을 둔 실증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이론과 한국적 특성
을 반영하여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1)식과 같다.

ln

FDItik 4) α Wti
EPi
Exporttijk
＝ 1ln
＋α2ln t wt ＋α3
i
w
∑Wt j
∑Pt j
GDPt
GDPi
＋α4

Importtijk α
＋ 5ln(pcaptati－pcapitatA)
GDPi

＋α6DUMik＋α7CR3tik＋

t

(1)

여기서 i는 한국, j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k는 산업,
Wti는 한국의 임금수준, Wj는 j국의 임금 W에 대한 임금의 가중치, pcapitai
는 한국의 1인당 GDP, pcapitatA는 j에 속한 국가들의 1인당 GDP의 평균,
CRk는 k산업의 기업집중도이다. DUM은 첨단산업을 나타내는 더미(dummy)
3)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89년 경기변동의 정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관찰 기간이 아주
짧다. 1995년 전후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관찰된 성장률이 실제 산업추세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둘째, 민간부문의 산출물은 처음에는 총체적 수준에서 계산되고 그 후에 산업별로 나누어
졌다. 이 과정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생산성 성장이 한 산업에서 과대평가되고 다른 산업에서 과소
평가될 수 있다. 셋째, 기업 서비스, 보험, 건강관리와 같은 산업에 대한 물가 디플레이터를 구축하
는데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이런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측정하기 어려운 산업으로부터 투입물을 구
매하는 모든 산업에서의 생산성의 추정치에 또 다시 오차와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테면
건강관리에서 보고된 마이너스 생산성 성장은 그 산업의 기술혁신의 급속한 속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4) 명목 GDP로 나누기보다 산업별 GDP, 즉 GDP ik 또는 산업별 매출액으로 나누는 것이 낫지 않느냐
는 논평을 받았지만, 본 연구의 산업별 FDI 분류에 맞는 변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목 GDP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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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다.
위 모형에서 임금차이나 실질환율은 비용차이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
치 효과가 있는지, 수출은 한 국가를 이용한 범세계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
려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수입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어
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1인당 국민소득 차이는 장래 성장할 국가에 대한
FDI의 시장 선점 효과가 어떤지를 분석해 보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이다.

V. 산업별 FDI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1. 자료 및 실증분석 범위5)
한국으로 유입되는 첨단산업의 FDI는 선진국 기업에서 이루어지므로 <표
1>에서 6개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을 선정하였다. 이 국
가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FDI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FDI자료는 1962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과
임금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산업에 따라 FDI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
한 시기가 다르다. 1965년까지 FDI가 유치된 산업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섬
유·직물·의복, 화공, 의약,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이고 서비스 산업에서
는 음식·숙박, 비즈니스 서비스업이다. 1966년 이후 제조업에서는 식품, 금
속, 기계·장비로 확대되지만 의약 산업의 FDI는 없다. 1968년에는 비금속광
물, 금속, 운송용 기계로 확대되지만 역시 의약산업에서는 실적이 전무하다.
제지·목재, 의약을 제외하면 제조업의 FDI는 1970년대부터 지속적인 유
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에서도 1983년까지는 도·소매
업, 음식·숙박, 운수·창고(물류), 금융·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공
공·기타 서비스에 한정되었고 부동산 임대 산업, 통신 산업에 대한 FDI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기·가스·수도·건설에서는 건설 산업
5) 본 연구의 이용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이종욱·전승철(2007)을 인용하였다.

제 2 편 구조변수를 이용한 산업별 FDI 결정요인 분석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시사점

131

의 FDI만이 196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는 통신과 같이 첨단산업도 있지만 전통적 산업도 적지 않
다. 더구나 컨설팅과 같이 고지식산업, 즉 지식집약산업에는 R&D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런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금융·보험, 문화·오락 등에서처
럼 제조업의 R&D 투자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런 산업은 제조업과 다
르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에서의 FDI 유치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제조업 중 11개 산업 - 식품, 제지·목재, 섬유·직물·의복, 화공, 의약, 비
금속광물, 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 기타 제조 - 을 선정
하고 그중 첨단산업은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다. 앞에서 정의한 고R&D 그리
고 선진 6개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많은 산업이란 두 선택 기준을 적용
하여 화공, 의약, 전기·전자, 운송용기계를 첨단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제
지·목재 산업의 FDI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산업은 기술집약적이기보다는
장치산업이다. 물론 제지·목재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지만‘R&D/
부가가치’비중은 소위 첨단산업보다 낮다.
산업 집중도의 측도로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ratio, CR)와 허
핀달-허시먼 지수(Herfindahl-Hirschmand Index, HHI)가 많이 이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와 기업간 시장 점유율 불균등 정도를 동시에 반영하
는 HHI를 이용하였다. 실제로 그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해 산업집중도 측도
로는 HHI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질환율은 실증분석의 편의를 위해 대미환율, 미국 소비자물가, 한국 소
비자물가를 이용해 간단히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실질환율의 더 엄밀한 측
정을 위해서는 분석대상인 6개 국가의 환율 및 외국 물가를 산정할 때 전체
FDI에서 각 국가 FDI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
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90년대의 FDI에서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아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6개국 FDI 중
에서는 44.5%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임금의 상대비율은 계산의 편의상 한국 임금과 미국 임금을
비교한 것으로‘한국임금-미국임금’
으로 정의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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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단위노동비용을 이용하였다. 임금 상대비율 변수를 더 엄밀하게 측
정하려면 외국 임금은 전체 FDI에서 6개 국가 FDI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국가간 일인당 GDP도 달러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일인당 GDP의 차
이, 즉‘한국 1인당 GDP-미국 1인당 GDP’
로 정의하였다. 이 변수의 더 엄
밀한 계산에는 실질환율, 임금 상대비율에서와 같은 가중치 계산 절차가 필
요하다.
FDI 실증분석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FDI 자료는 각각 1970년, 1983
년부터 이용하면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
조업 분야에만 한정하고 서비스 산업은 제외하였다.
산업집중도는 1983∼2001년까지만 이용 가능하므로 2002년과 2003년의 산
업집중도는 2001년 자료를 이용하였다.7) 왜냐하면 과거 산업집중도 자료를
보면 외환위기 전후의 변화를 제외하면 2∼3년 이내에 산업집중도에 큰 변
화가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에서는 분석기간을 사용된 모든 변수를 얻을 수 있는 기간으로
한정하였다. 한국의 FDI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개 국가와의 수
출, 수입 통계는 1991년부터 이용가능하다.8) 따라서 실증분석 기간을 1991∼
2003년으로 한정하였다.

2. 실증분석9)
통합자료, 횡단면 자료 및 패널자료의 추정에서는 세 가지 유형 - 공통효
과, 고정효과 및 임의보행(random walk) - 이 이용되지만 본 연구의 통합
자료 분석에서는 횡단면 자료의 수가 독립변수에 3개, 종속변수에 1개로 그
수가 많지 않아 공통효과 모형에 중점을 두게 된다. FDI가 한국의 성장잠재
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한다는 가정10)하에 FDI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결과를
6) 외국의 국내 FDI 관련 자료는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하는 도입기준의 금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7) 산업집중도는 KDI의 이원호박사가 보내준 자료를 이용하였다.
8) 산업별 수출입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였다.
9) 실증분석의 <표 3>과 <표4>는 이종욱·전승철(2007)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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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 것이 <표 4>이다. 모형Ⅰ에서는 전통적인 비용요인을 제외하고 경제
구조의 특징만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였는데 수출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수입 및 산업집중도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수출 및 산업집중도는 FDI 유입에 플러스 영향을 주고 수입은
FDI 유입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모형Ⅱ에서 실질환율과 첨단산업은 10% 유의수준, 수입과 산업집중도는
5% 유의수준에서, 수출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수입을 제
외한 다른 요인들은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
표4

제조업의 FDI 결정요인 : 1991∼2003

모형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상수

-35.286**
(-2.1016)

-97.355***
(-2.7186)

-209.595***
(-4.8712)

-329.125***
(-3.8552)

-0.0157
(-0.4684)

-0.0051
(-0.1540)

0.0593*
(1.9568)

실질환율

-

일인당
국민소득격차

-

-

임금격차

-

-

첨단산업
더미

25.5661
(1.6145)

26.836*
(1.7105)

27.273*
(1.8417)

26.9863**
(1.8435)

0.1372***
(4.4800)

0.1302***
(4.2666)

0.1537***
(5.2396)

0.1474***
(5.5042)

산업별수출
/GDP

-9.4577***
(4.2157)
-

-14.1179***
(4.4437)
-1.5916**
(-2.0483)

산업별수입
/GDP

-0.0552**
(-2.5993)

-0.0525**
(-2.4889)

-0.0692***
(-3.4110)

-0.0645***
(-3.1921)

산업집중도

0.1411**
(2.5653)

0.1374**
(2.5225)

0.1483***
(2.8810)

0.1422***
(2.7908)

R2

0.3266

0.3449

0.4206

0.4381

조정 R 2

0.3071

0.3210

0.3950

0.4089

주 : 1) ( ) 값은 t값
주 :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10) FDI가 경제성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는‘Ⅵ.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FDI 유치전략에 대한 시사점’
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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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Ⅲ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 수출, 수입, 산업집중도가 1%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를 추가했을 때 실질환율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일인당 국민소득, 산업별 수입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임금격차를 추가한 모형Ⅳ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 산업별 수출 및 수
입, 산업집중도가 1% 유의수준, 그리고 임금격차와 첨단산업 더미는 5% 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실질환율은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 임금격
차, 산업별 수입은 FDI 유치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고 다른 요인들은 플러
스 효과를 준다.
<표 4>의 추정결과를 정리해 보면 여섯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
째,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 수출, 수입, 산업집중도, 첨단산업 더미가 한국으
로 FDI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집중도가 높
을수록 대기업이 진출한 산업인데 그 산업에서 FDI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
다. FDI 유치를 위해 대기업을 비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국의 경제구조 하에서 FDI를 유치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산업
별 수출이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FDI 유치에 플러스 요인으
로 작용한다. 넷째, 산업별 수입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FDI
유치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소위 고지식 집약도 및 고
R&D집약도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속한 기업이 한국의 FDI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비용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인 실질
환율은 FDI 유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지만 임금격차는 중요한
FDI 결정요인이다. 한국의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승하면 FDI는 감소
하게 된다.
<표 5>에는 <표 4>의 모형에 한국의 산업별 R&D 변수를 추가한 추정 결
과가 정리되어 있다. R&D 변수는 어떤 모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고 첨단산업 더미 변수를 제외하면 다른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표 4>
와 동일하다. <표 4>에서 모형Ⅰ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첨단산업의
더미 변수가 <표 5>에서는 모형Ⅱ를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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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제조업의 FDI 결정요인 : 1991∼2003

모형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상수

-36.224**
(-2.1451)

-98.146***
(-2.7257)

-216.93***
(-5.0256)

-320.776***
(-4.4224)

-0.0196
(-0.5832)

-0.0098
(-0.2900)

0.0591*
(1.9416)

실질환율

-

일인당
국민소득격차

-

-

임금격차

-

-

첨단산업
더미

31.4904
(1.2325)

32.937*
(1.3017)

39.230
(1.6510)

37.0781
(1.5708)

0.1356***
(4.2044)

0.1280***
(3.9811)

0.1511***
(4.9390)

0.1471***
(4.8316)

산업별수출
/GDP

-9.9601***
(4.4148)
-

-13.9779***
(4.3895)
-1.4027*
(-1.7737)

산업별수입
/GDP

-0.0519**
(-2.3294)

-0.0487**
(-2.2030)

-0.0641***
(-3.0501)

-0.0614***
(-2.9371)

산업집중도

0.1375**
(2.5653)

0.1340**
(2.4246)

0.1437***
(2.7715)

0.1386***
(2.6901)

-1.0174
(-0.2321)

-1.0868
(-0.2372)

-2.2489
(-0.5226)

-1.9380
(-0.4536)

R2

0.3352

0.3534

0.4306

0.4491

조정 R 2

0.3106

0.3244

0.4063

0.4158

R&D/GDP

주 : 1) ( ) 값은 t값
주 :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첨단산업으로 분류한 화학, 의약, 전기·전자 및 운송용 기계 산업을 대상
으로 FDI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 6>을 보자. 모형Ⅰ, 모형Ⅱ에서
수출만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모형Ⅰ에 실질환율을 추가
해도 첨단산업 FDI 결정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모형Ⅰ에 실질환율, 일인당
소득격차를 추가한 모형Ⅲ에서는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 산업별 수출, 산업
별 수입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
산업별 수입은 FDI 유치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지만 수출은 플러스 영향을
준다. 임금격차를 추가한 모형Ⅳ에서는 모형Ⅲ의 추정결과와 다른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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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첨단산업의 FDI 결정요인 : 1991~2003

모형

모형Ⅰ

모형Ⅱ

-30.990
(-0.5720)

-77.742
(-0.8774)

실질환율

-

0.0449
(0.6692)

일인당
국민소득격차

-

-

임금격차

-

-

상수

산업별수출
/GDP

0.1701***
(2.8512)

0.1647***
(2.7212)

모형Ⅲ

모형Ⅳ

-308.662***
(-3.1560)

-435.692***
(-2.8913)

-0.1093
(-1.5387)

-0.0937
(-1.2973)

-19.258***
(-3.8874)

-24.0709***
(3.6558)

-

-1.8084
(-1.1061)

0.2551***
(4.4014)

0.2417***
(1.7073)
-0.1247***
(-2.7553)

산업별수입
/GDP

-0.0663
(-1.4565)

-0.0640
(-1.3943)

-0.1356***
(-3.0614)

산업집중도

0.1522
(0.7264)

0.1516
(0.7191)

0.2474
(1.3265)

0.2180
(1.1600)

R2

0.4291

0.4345

0.5743

0.5856

0.3934

0.3864

0.5280

0.5303

조정 R

2

없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표 4>와 달리 첨단산업의 FDI 결정요인에서는
시장집중도(HHI)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첨단
산업이 갖는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첨단산업은 장치산업이 아니고
R&D집약도가 높은 고지식 및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대기업이 중요하지
않다. 첨단산업에 진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개인자본, 엔젤, 벤처자본 등을
통해 고위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만이 첨단산
업 자금조달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첨단산업의 통합자료로 바꾸어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표 6>의 네 가지
모형의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세 가지 결론을 얻는다. 첫째, 산업별 수출,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첨단산업 FDI 유치에 중요한 변수이고 산업별 수
입은 모형Ⅲ, 모형Ⅳ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둘째, <표 4>에서와 같이
첨단산업 분석에서도 산업별 수출은 FDI 유치에 플러스 효과, 일인당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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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상수

59.188
(0.7738)

11.550
(0.1125)

-216.53**
(-3.1560)

-435.692***
(-2.8913)

실질환율

-

0.0462
(0.7008)

-0.1109
(-1.6151)

-0.0937
(-1.3892)

일인당
국민소득격차

-

-

-19.634***
(-4.0973)

-23.8080**
(-3.7302)

임금격차

-

-

산업별수출
/GDP

0.1698***
(2.8957)

0.1642***
(2.7618)

0.2563***
(4.5755)

1.5734
(0.9902)
0.2446***
(4.2722)

산업별수입
/GDP

-0.0564
(-1.2505)

-0.0540
(-1.1874)

-0.1262***
(-2.9310)

-0.1170**
(-2.6583)

산업집중도

-0.0871
(-0.3454)

-0.0890
(-0.3510)

-0.0111
(-0.0507)

-0.0274
(-0.1243)

산업별
R&D/GDP

-10.752
(-1.6424)

-10.807
(-1.6417)

-11.695**
(-2.0576)

-11.273*
(-1.9773)

R2

0.4601

0.4658

0.6109

0.6194

조정 R 2

0.4147

0.4077

0.5590

0.5589

소득 격차와 수입은 FDI 유치에 마이너스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셋째, 첨
단산업의 FDI 결정요인에서는 실질환율과 임금격차의 비용요인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고 경제구조(수출, 수입)와 경제수준(일인당 국민소득)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표 6>에서의 첨단산업의 FDI 결정요인에 한국의 산업별 R&D를 추가해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이 변수가 추가되어도 <표 6>의
결론에는 변화가 없고 R&D 변수가 모형Ⅲ, 모형Ⅳ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
전통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에서 FDI 결정요인을 정리한 <표 8>을 보면 <표
4>와 <표 6>의 분석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모형Ⅰ에서는 산업집
중도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실질환율을 추가한 모형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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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전통산업의 FDI 결정요인: 1991∼2003

모형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4.6251
(-0.3118)

-76.411**
(-2.3917)

-133.87***
(-3.3468)

-241.915***
(-3.5877)

실질환율

-

0.0689**
(2.5164)

0.0310
(0.9872)

0.0402
(1.2880)

일인당
국민소득격차

-

-

-4.7841**
(-2.2944)

-9.0347**
(-3.0374)

임금격차

-

-

-

산업별수출
/GDP

0.0410
(1.1660)

0.0323
(0.9411)

0.0409
(1.2147)

0.0351
(1.0545)

산업별수입
/GDP

-0.0119
(-0.5515)

-0.0085
(-0.4056)

-0.0133
(-0.6455)

-0.0097
(-0.4782)

상수

-1.4316*
(-1.9727)

산업집중도

0.1110**
(2.5261)

0.1061**
(2.4848)

0.1092**
(2.6182)

0.1054**
(2.5678)

R2

0.0974

0.1593

0.2083

0.2434

0.0663

0.1202

0.1618

0.1893

조정 R

2

서는 실질환율, 산업집중도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일인
당 국민소득의 격차를 포함한 모형Ⅲ에서는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 산업 집
중도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추
가되면 실질환율은 유의하지 않게 변한다. 임금격차를 추가한 모형Ⅳ에서는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 산업 집중도가 모형Ⅲ에서와 같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임금격차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8>에 산업별 R&D를 추가해 추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9>이다.
R&D 변수를 추가해도 모형 I에서는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에 큰 변화가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산업별 수입의 부호가 FDI에 플러스 영
향을 주는 경우가 나타나는 반면 R&D는 FDI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 <표
8>과 <표 9>를 통해 전통산업의 FDI 결정요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FDI 유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
산업집중도, 임금격차이고 수출 및 수입과 같은 경제구조 변수는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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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전통산업의 FDI 결정요인: 1991∼2003

모형

상수

모형Ⅰ

-4.6251
(-0.3118)

모형Ⅱ

-56.916
(-1.6590)
0.0558*
(1.9556)

모형Ⅲ

모형Ⅳ

-113.89***
(-2.6516)

-222.968***
(-3.2487)

0.0227
(0.7116)

0.0318
(1.0024)

실질환율

-

일인당
국민소득격차

-

-

임금격차

-

-

-

산업별수출
/GDP

0.0266
(0.7583)

0.0236
(0.6848)

0.0332
(0.9727)

0.0269
(0.8002)

산업별수입
/GDP

0.0096
(0.4105)

0.0062
(0.2683)

-0.0008
(-0.0358)

0.0033
(0.1474)

산업집중도

0.1649***
(3.3155)

0.1455**
(2.9139)

산업별
R&D/GDP

-147.27**
(-2.1624)

R2
조정 R 2

-4.4620**
(-2.1307)

0.1416**
(2.8911)

-8.7725***
(-2.9559)
-1.4562**
(2.0149)

0.1391***
(2.8901)

-105.14
(-1.4937)

-86.938
(-1.2509)

-90.467
(-1.3248)

0.1440

0.1808

0.2228

0.2591

0.1041

0.1326

0.1673

0.1966

로 유의하지 않다.
전통산업에서는 첨단산업과 달리 산업집중도가 FDI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전통산업에서는 산업집중도가 왜 중요한가? 전통산업에서 한국에
유입되는 FDI는 한국의 국내시장의 크기를 보고 들어오게 된다. 시장의 크
기와 경쟁상태를 보고 FDI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산업에서는 기업
의 수도 많고 기업간 경쟁도 치열하여 대기업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
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전통산업 중에는 소규모 투자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 많아 자본 규모에서 진입장벽이 낮다.
둘째,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와 임금격차는 FDI 결정요인으로서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 한국보다 미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면 전통산
업에서 한국의 FDI 유치실적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미국보다 한국의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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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국민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게 되면 한국의 FDI 유치실적은 더 감소하게
된다. 또한 한국보다 미국의 단위 노동비용이 더 빨리 증가하게 되면 한국
의 FDI 유치실적은 증가하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 한국의 FDI 유치실적
은 더 감소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별 FDI 결정요인을 패널자료로 분석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건 일인당 국민
소득 수준 차이와 산업집중도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둘째, 제조업, 첨단산업 및 전통산업에 따라 FDI 결정요인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제조업과 첨단산업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중요한 결정요인이고 수
출은 FDI 유치를 증대시키며 수입은 FDI 유치를 감소시킨다. 제조업 및 첨
단산업에서 FDI를 유치하려면 정부는 FDI 유치뿐만 아니라 수출 증대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가 수출 진흥에 더 많은 힘을 기울
이며 수출 기업을 더 격려하고 이런 기업이 사회에서 더 좋은 평판을 유지
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FDI를 유치하는
길이다.
반면 전통산업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FDI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
고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한 비용요인과 산업집중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전통산업에서는 경쟁적인 시장구조가 FDI를 더 많이 유치시킨다. 즉 전통산
업에서 FDI를 유치하려면 정부는 경쟁적 시장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시스
템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 투자를 추가하더라도 전통산업의 모형Ⅰ을 제외하면 어떤
산업 및 모형에서도 FDI의 결정요인에는 변화가 없고 연구개발 변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연구개발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연구개발이 FDI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그 원인을 유추해 보면 연구개발은 FDI 유치요인보다 한국 기업의 경쟁
력 증대를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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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FDI
유치전략에 대한 시사점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미시적 또는 거
시적 자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FDI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
구결과는 국가, 시기, 산업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즉 각 국가의 경제
구조 및 경제수준에 따라 각 국가의 FDI 결정요인이 달라진다.
더구나 FDI가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에 미치는 실증분석 결과도 다양하다.
먼저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에서 잘 알려진 바대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생
산성이다.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FDI와 생산성의 관
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어떤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시적 자료 분석
으로 최근 많이 인용되는 Aitken and Harrison(1999)은 베네수엘라의 기업
자료를 이용해서 FDI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작고 FDI를 유치한
기업 시설에서 생산성은 상승하지만 내국인 소유 기업시설에서 생산성은 오
히려 낮아짐을 보여준다. 이는 FDI의‘확산효과 이론(spillover theory)’
에
회의를 갖게 만든다.
둘째, 횡단면 및 패널거시자료를 이용한 성장회귀 분석에서는 통제변수의
성질에 따라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외생적 효과가 달라진다. Borensztein
et al.(1998)은 20년간(1970∼1989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FDI와 학력기간
(schooling)이 독립변수로서 모두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준다. 그러나 FDI와 학력기간의 상호작용, 즉 FDI·학력기간 변수를 추가하
게 되면 FDI는 부(－)의 효과 그리고 FDI·학력기간은 정(＋)의 효과로 바뀌
게 되며 민감도 검정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각 국가의 FDI, 금융시장 규모,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1975∼1995년 기간
자료를 통해 분석한 Alfaro et al.(2004)에서도 FDI가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는 명확하지 않다. FDI와 FDI·금융시장 규모의 변수가 각각 0이라는 가설
은 10%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반면 금융시장과 FDI·금융시장 규
모의 변수가 각각 0이라는 가설은 모든 성장방정식에서 기각된다. Alfar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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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4)의 성장회귀방정식에서는 Borensztein et al.(1998)와 달리 학력기간
과 FDI의 상호작용 변수를 제외하고 FDI만을 반영하였다.
또한 FDI는 항상 긍정적 효과만 가지는 것도 아니다. Feenstra and
Hanson(1997)에 따르면 FDI는 임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FDI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동시에 임금불평등 심화로
인한 임금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전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론적 연구와 달리 횡단면 및 패널거시자료에
서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실증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
는다. 물론 경제성장과 FDI의 횡단면 및 패널자료는 경제적 구조가 각기 다
른 국가를 표본으로 하고 있어 그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FDI가
각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횡단면, 통합자료에 비해 각 국가에 대한 FDI의 시계열이 짧아 시계열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기존 실증연구를 통해 FDI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요약해 보면
FDI 변수만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연구가 적지 않아 FDI가 경
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정이다. 즉 국가, 통제변수, 연관효과 등에 따라
FDI가 경제성장에 주는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FDI와 학력기간의 상호작
용이 항상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FDI를 성장잠재력 확충과 연계하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항상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먼저 FDI의 유입결정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둘째, 한국경제에서 FDI가 성장잠재력 확충요인으로 작용하려
면 FDI가 어떤 요인들과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서구 문헌을 보면 FDI는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이지만 그것이 학력기간과 결합되면 플러스로 전
환된다. 한국에서는 FDI가 어떤 요인과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체계적으로 분
석해 보아야 한다.
이런 연구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는 FDI가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충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미시적 및 거시적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연구결과를 이용하면 어떤 요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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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성장에 주는 유익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국가적 전
략을 찾을 수 있다.

VII. 결 론
한국에 FDI 비중이 높은 6개국의 통합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FDI 결정요인으로 중요한 변수는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의 산
업별 FDI 결정요인을 통합자료로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건 일인당 국민소득과 산업집중도가 중
요한 결정요인이다. 특히 산업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대기업 비중이 높
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FDI는 대기업이 많이 진출한 산업분야에서 더 활
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환위기 이후 FDI 유치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은 비용변수로서 환율이나 임금보다 대기업이
진출한 산업분야 그리고 대기업 생산기지를 홍보함으로써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FDI 유치 전략은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법과도 일치한다.
둘째, 제조업, 첨단산업 및 전통산업에 따라 FDI 유치결정요인에 큰 차이
가 나타난다. 제조업과 첨단산업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수출은 FDI 유치를 증대시키고 수입은 FDI 유치를 감소시킨다. 반면 전통
산업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FDI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임금격차
의 비용요인과 산업집중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제조업과 첨단산
업에서는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FDI 유입을 증가시키는 전략이고
전통산업에서는 시장의 경쟁구조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FDI 유입을 증가시
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FDI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미시적 및 거시적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FDI가 각 국가에 미치는 효과
가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FDI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FDI는 어디까지나 외국 자본이고 투자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으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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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든지 철수 가능하다. 이를테면 FDI 형태로 한국과 외국의 합작 또는 단독
투자가 한국경제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더 유익한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한 분야이다.
횡단면 및 패널자료를 이용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당면하듯이 한국의 FDI
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
할 수 없다. 또한 이번 분석에서는 대리변수를 만드는데 가중치 변수가 활
용되지 않아 더 적합한 가중치를 이용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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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
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등을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려는 정부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
한 정부정책이 성공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확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
거 제조업중심의 정부정책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추구하여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해야 한다.
각국 GDP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생산 비중을 보면 2003년 기준으로 선진
국은 72%, 개도국은 52%이며 그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는
2003년에 62%로 개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이다(World Development Report 2005).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향
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
계 외국인직접투자가 2000년 이후 3년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지만 2000년
말에 1980년 대비 약 25배 정도 증가함으로써 같은 기간 수출 및 GDP의
각각 3.5배 및 2배의 증가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산업별로
보면 최근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부문의 증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2001∼2003년 중 서비스업 부문의 총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기준으로 약
65%이었는데 이는 1989∼1991년의 5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
의 경우에는 2000∼2003년 중 서비스업에 대한 유입 비중은 53%로 전세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동시에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의 흐름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
투자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비
스업은 제조업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서비스 제품의 대부분이 제
조업 제품과 달리 비교역재라는 점이다. 이는 재화 자체가 소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교역재의 특성 때문에 서비스
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시장추구형(market seeking)의 수평적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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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horizontal FDI) 형태를 띤다. 셋째, 제조업과는 다른 여러 형태의
위험을 수반한다. 예를 들면 사회 및 문화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의도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효과가
제조업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자금유입, 고용효과 및 수출
효과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업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비자와 직접적
으로 연관된 산업으로 교육, 의료,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와 관광, 휴양 등의
서비스가 있다. 이 부문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증대 역할을 하는 산업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생산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문으로 제조업과의
연관효과 및 외부성의 특성을 지닌 지식서비스인 금융, 보험, 법률, 디자인,
컨설팅 등이 있다. 이는 생산의 중간재로서의 역할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중간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국제경쟁력 약화, 서비스수지의 만성적 적자,
국내수요층의 해외로의 이탈, 서비스재화의 소비에 대한 계층간 상대적 박
탈감 증가 등 상호 연관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현주소와 국제경쟁력의 정
도를 알아보고 앞으로 지속적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알아본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재 한국의 상황은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부족하여 투자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투자자만이 아니라 국내투자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투자의 유인을 주는 방향으로 각종 규제완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개방과 경쟁이 반드시 국내시장의 대외개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시장에서의 개방을 동시에 유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국제경
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간접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
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는 최근의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의 전환이 필요하며 동시에 해외수요를 국내수요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상대적 박탈감의 불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업의 특성
상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구지역에 대한 선별적
투자만을 허용하는 정책이 아닌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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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넷째, 제조업의 중간재이면서 서비스수지 적자의 큰 부분을 차
지하는 사업서비스 및 특허권사용에 대해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급
의 국내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를 함으로써 외국의 고급인력을 대체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회 및 레저서비스의 경우 공
공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후생의 증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 실시
가 요구된다.
제Ⅱ장에서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에 비하여 서비스업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요약
해 본다. 제Ⅲ장에서는 OECD국가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을 알아보고 제Ⅳ장에서는
한국 서비스업의 외국인직접투자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서비스업의 국제경쟁
력도 비교해본다. 제Ⅴ장에서 한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의 정당성을 알아보았으며 제Ⅵ장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II. 서비스업의 특성과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본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간단히 살펴보고 서비스업에 대
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효과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본다.

1.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Shatz
and Venables 2000). 첫째, 수직적 투자(vertical FDI)이다(Helpman 1984,
Helpman and Krugman 1985). 이는 마케팅, 경영 그리고 R&D와 같은 기
업 고유의 자산은 이러한 자산이 사용되는 국가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동시
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대상국의 선택은 생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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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격차에 있다고 본다. 이런 경우 생산공장을 선진국에서 임금비용이 저
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된다. 둘째, 수평적 투자(horizontal FDI)이
다. 이는 생산비용이 저렴해서라기보다는 현지수요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이
다. 또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의 경우 비교역재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소비가
있는 지역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국가나 시장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1) Barrel and Pain(1999)은 1978∼1994년
동안 미국 제조업의 EU 6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분석을 통해 시장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커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집적
(agglomeration)효과이다. 이는 산업의 지역적 집적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에 기인한다.2) 이러한 외부의 경제성은 생산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집적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Fujita et al. 1999).
첫 번째는 저개발국에 투자하여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생산하고 선진국으
로 재수출하는 형태에 적합하므로 이는 주로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부
합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생산비용보다는 주로 투자 대상국의
수요에 의존하는 형태로 고부가가치나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로 볼 수 있다. 마지막 경우는 자본과 사회간접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저개발국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를 끌어 들이기 위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집
중투자로 유인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형태의 경제특구지역을 예로 들 수 있
다.3)

2. 서비스업과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띠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 보험, 관광 등이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와 생산이 동
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Marshall(1920)은 산업의 지역화(localization)에서 발생하는 세 형태의 외부성을 제시하였다. 즉 경
쟁자들간의 지식 파급효과, 전문화된 노동(specialized labor)을 창출하는 산업수요 효과, 전문화된
노동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창출하는 산업수요효과이다.
3) 1997년 기준으로 총외국인직접투자의 저량(stock)을 볼 때 미국, EU 및 일본의 총외국인직접투자
중 이들 세 그룹의 국가들에 대한 투자 비중은 63%이다(UNCTAD 1999). 이는 선진국들의 전체 FDI
투자액 중 50% 이상이 같은 선진국으로 투자됨으로써 저렴한 생산비용을 이용하기 위한 개도국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시장의 수요를 이용한 수평적 형태의 투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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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의 규모를 볼 때 투자유치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직
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투자자금의 국내유입과 고용효과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에 중요한 효과로서 기술이전효과, 연관효과, 경쟁효과, 무역효과
등도 제시되고 있다.
첫째, 자금유입을 통한 자본형성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유입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저개발국가를 제외하고 국내투자자금
이 있고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
부터의 직접적인 자본유입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투자대상국의 자
본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투자자금이 조달되기도 한다. 결국 자본시장이 발달
한 국가에서는 투자자금 원천의 중요성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4)
둘째, 직접적인 고용효과도 기대한 것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
타난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보다
더욱 잘 훈련되어 있고 동시에 임금수준도 높은 편이다. 특히 M&A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를 보면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
용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고용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5) 뒤에 언급되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다
른 산업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6)
셋째, 가장 중요한 효과중의 하나로 생산성 상승효과가 있다. 외국인직접
투자 자체를 유치하거나 직접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의 경우에
국내기업보다 우월한 경영기법, 마케팅기법 등을 보유한 외국인에 의해 경
4) 이는 최근 많은 외국인직접투자자들이 국내투자자와 합작투자 형태를 갖거나 혹은 국내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태로 자급조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5) 한국의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의 전후방연관효과에 의한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이
홍식·강성진(2006) 참조.
6) 고용표의 취업자(노동량)를 산업연관표의 총산출액으로 나눈 취업계수를 보면 제조업이 2000년
4.9(명/십억원)이고 서비스업(전기, 가스 및 수도업과 건설업을 제외)의 경우 18.2(명/십억원)이어 서
비스업의 취업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취
업자까지 포함한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제조업이 14.4(명/십억원)이고 서비스업이 24.3(명/십억원)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1995년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나 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
다(이보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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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됨으로써 기업자체의 생산성상승효과(own productivity effect)가 생기게
된다.7)
넷째, 비록 직접적인 기술이전은 일어나지 않지만 같은 산업에 있는 기업
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기술파급효과(technology spillover effect)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와 교육훈련효과(training
effect)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시효과란 새로운 경영기법, 생산
기법, 마케팅기법 등의 우월한 기술로 경영되는 다국적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됨으로써 국내기업 자신들이 처한 경영환경에 이러한 우월한 기법
들을 적용하려는 효과를 말한다. 그리고 교육훈련효과란 국내기업들이 다국
적기업에 의해 훈련되어 새로운 기술이 체화된 고용자들을 고용함으로써 훈
련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다섯째, 새로운 자본이나 기업의 유입은 기존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시
킴으로써 기존기업의 생존력에 따라 경쟁상태가 강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투자나 시장점유율을 구축하는 반경쟁효과(anticompetition effect)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를 보
면, 국내기업들보다 우월한 경영기법이나 배분기법을 소유한 외국기업들의
시장진입은 기존 국내기업들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기업수
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기술파급효과를 통하여 경쟁
력을 향상시키는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성향상을 일으켜 시장경쟁의 정
도가 오히려 강화되는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가는 국내기업의 적응능력에 의존한다.
여섯째, 전후방 연관효과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부품공급자들의 생
산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통해 원료 및 원자재의 구매에 도움을 주
는 경우 또는 공급기업들의 경영 및 훈련의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경우 발생
하는 후방연관효과(backward linkage effect)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은 다양한 기호를 지닌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동
시에 상품의 배급자나 판매자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전방연관효과
7) 다국적기업이 투자유치국에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에 비해 지역시장, 소비자선호, 지역사업의 관행
등에 있어서 이를 극복할 우월한 자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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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linkage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효과(export effect)가 있는데 이는 많은 저개발국들이 외
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수출증대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다. 그러나 보험, 은행 등의 중간재적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간접적으로 산
업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호텔 등에 대한 투자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
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경우 시장추구적이고 비교역재적인
성격이 강해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을 통하여 외환획득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지에서 얻는 이익의 모국에 대한 송금(repatriated profit)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제수지의 악화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경
우를 보면 외화의 유입에 의한 국내자본의 순증가나 수출효과 등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보다 기대효과가 작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에 기술력에 의한 생산성증대효과, 파급효과 그리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이
러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대부분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며 대상국가 및 사용자료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거시적 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외국인직접투자
의 경제성장효과는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유
치국의 교육수준(Borensztein et al. 1998, Xu 2000)이나 금융시장 발전정
도(Alfaro et al. 2004)가 일정수준(threshold level)이상인 국가에만 나타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많은 실증연구들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의한 직접적인 생산성증
대효과와 함께 같은 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효과에 집중하
고 있다. 기업자료를 이용한 대표적인 두 논문으로 Aitken and Harrison
(1999)과 Blomström and Sjöholm(1999)이 있는데 이들은 외국인 소유지분
율의 효과에 관해 서로 다른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는 1976년부터
1989년의 베네수엘라 기업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와 기업생산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
진 기업에서는 생산성상승효과가 보이지만 같은 산업의 국내기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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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음(－)의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후자는 1991년
인도네시아 기업의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를 이용하여 외국인직
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은 높은 수
준의 노동생산성을 가져오며 동시에 파급효과를 통해 국내기업에 이득을 주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aves(1974), Blomström and Persson(1983), Blomström and Wolff
(1994) 등의 연구에서는 고용 혹은 부가가치의 외국인점유율은 국내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연
구결과인 Haskel et al.(2002)은 1973년부터 1992년의 영국 제조업을 대상으
로 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국내기업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과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점유율간에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Keller and Yeaple(2003)은 미
국 제조업 기업의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분석
하였는데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향상에 유의한 정(＋)의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로 이병기(2002)는 한국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를 이
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파급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많은 기업에서 생산성상승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외국
인투자가의 지분참여로 당해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태훈(2003)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그렇지 않은 국내기업보다 높은 생산
성을 보여주고 산업내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997∼2000년 동안 제조업 상장기업에 대하여 외국인지분의 생산성효과를
분석한 결과 Kang(2005)은 긍정적인 생산성 및 생산성파급효과를 보여주었
다. 그러나 투자자체가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큰 기업에 투자한다는 내생성
(endogeneity)의 가능성을 고려한 경우 생산성파급효과는 사라지게 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생산성이 증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생산성증대가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실
제 이루어진 생산성증대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파급효과가 아닌 기존경
영자 및 기술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었다. 이홍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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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2006)의 분석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에 유입에 의한 고용창출효과가
투자(해외직접투자)에 의한 고용감소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다른 한편으로 Haddard and Harrison(1993)과 Djankov and Hoekman
(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상
승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외국인직접투자에 따
른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 많은 기존 연구들은 다
국적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의 경쟁과 현시 그리고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해 생산성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Buckly
and Casson 1976, Hymer 1976, Dunning 1993, Blomström and Kokko
1996, Caves 1996).
위에서 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개발도상국보다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경제가 외부의 선진기술을 자신들의 생산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선진제국들에서 기술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경제발전이론에
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캐칭 업(catching up) 이론에서의 기술흡
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8)
그러나 위의 연구결과들은 서비스산업을 포함하지 않는 분석이란 한계점
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기업
성과변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III.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1. 해외동향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전세계 외국인직접
투자는 5,600억달러로 2000년에 최고치를 이룬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8) 이를 Abramovitz(1986)는 사회적 능력(social capability)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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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2005). 국가별로 보면 2003년 현재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66%,
해외직접투자의 93%가 선진국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선진국 중에서 외국
인직접투자는 룩셈부르크에 의해, 투자는 미국,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003년 현재 룩셈부르크는 선진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룩셈부르크가 약 17%, 그 다
음으로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0%를 차지하고 있다.9)
<표 1>에서는 전세계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선진국 및 개도국으
로 나누어 보고 아시아지역을 주요 국가별로 투자금액의 유량(flow)을 알아
보았다. 동시에 한국의 주요 경쟁대상국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정도를
한국과 비교하였다. 먼저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세계국가들에 대한 외
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에 대한 감소폭이 더
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의 외국
인 및 해외직접투자의 감소로 인하여 전세계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도 감
소한 것이다. 아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아시
아 경쟁대상국중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은 전세계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를 1980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2005년까지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2>는 같은 기간에 상품수출
및 GDP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World Investment
Report(2006) 수출, 수입 및 GDP는 WTO의 자료이다.
<그림 1>의 전세계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에 가장 큰 값
을 보여주는데 이는 1980년에 비해 거의 26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그림 2>의 수출은 가장 큰 액수를 보여주는 2002년의 경우 1980년
에 비해 약 3.5배 그리고 GDP는 같은 연도에 2배보다는 적게 증가하고 있
어 수출 및 GDP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DP대비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의 저량(stock)은 <표 2>에서와 같이 외

9) 유엔무역개발회의의 분류에 의한 22개 선진국은 <표 9>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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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19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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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직접투자 유량의 절대액과는 달리 아시아의 중국과 홍콩을 제외하고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은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에 비해 해외직접투
자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개도국은 GDP 대비 해
외직접투자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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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요국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유량)

연도

전세계

선진국

개도국

아시아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1992∼1997 1998

1999

2000

(십억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외국인

311.9 712.0 1099.9 1409.6 832.2 617.7 557.9 710.8 916.3

해외

324.3 694.4 1108.2 1244.5 764.2 539.5 561.1 813.1 778.7

외국인

189.8 506.2 851.2 1133.7 599.3 441.2 358.5 396.1 542.3

해외

271.4 639.5 1016.3 1097.5 684.8 485.1 514.8 686.3 646.2

외국인

117.0 195.2 238.3 266.8 221.4 163.6 175.1 275.0 334.3

해외
외국인
해외

51.6 53.4

89.2 143.8 76.7 49.7 35.6 112.8 117.5

72.8 95.2 111.3 148.0 112.0 96.1 110.1 156.6 199.6
39.5 30.8

41.6

82.2 47.1 34.7 19.0 83.4

83.6

외국인

1.3

5.1

9.6

8.7

3.9

3.0

3.9

7.7

7.2

해외

2.9

4.7

4.2

5.0

2.4

2.6

3.4

4.7

4.3

32.8 45.5

40.3

40.7 46.9 52.7 53.5 60.6

72.4

외국인
해외

2.8

2.6

1.8

0.9

6.9

2.5 -0.2

1.8

11.3

외국인

1.5

0.2

2.9

4.9

4.1

1.4

0.5

1.9

1.6

해외

3.2

3.8

4.4

6.7

5.5

4.9

5.7

7.1

6.0

외국인

7.8 14.8

24.6

61.9 23.8

9.7 13.6 34.0

35.9

해외

20.6 17.0

19.4

59.4 11.3 17.5

외국인

8.4

7.3

16.6

16.5 15.6

해외

5.6

2.2

8.0

5.9 20.2

5.5 45.7

32.6

7.3 10.4 14.8

20.1

2.3

3.1

8.5

5.5

주 : 1992∼1997년은 1992년부터 1997년의 평균값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그리고 한국의 GDP대비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의 비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2005년 현재 외국인직접투자가 8.0%이고 해외직접투자 4.6%로
세계평균이나 개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주요 경쟁상
대국인 싱가포르, 대만 및 홍콩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외국인 및 해외직접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표 3>과 <표 4>는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량과 저량을 선진국과 개
도국간에 비교한 것이다. <표 3>에서 보면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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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세계 GDP 대비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저량)

연도

전세계

선진국

개도국

아시아

한 국

중 국

대 만

홍 콩

싱가포르

1980

1985

1990

1995

2000

161
(%)

2002

2003

2004

2005

외국인

5.3

6.9

8.5

9.4

18.3

20.9

22.5

23.3

22.7

해외

5.7

6.5

8.6

10.0

20.5

23.6

24.8

25.2

23.9

외국인

5.3

6.4

8.2

8.9

16.2

19.4

21.1

22.1

21.4

해외

6.2

7.3

9.6

11.3

22.8

26.6

28.1

28.8

27.9

외국인

5.4

8.9

9.8

12.2

26.3

26.7

27.8

27.9

27.0

해외

3.7

3.7

4.1

6.0

13.0

13.4

13.1

13.3

12.5

외국인

4.4

8.3

8.9

12.1

26.5

23.3

23.9

23.9

23.2

해외

2.1

1.9

3.4

6.4

15.4

13.9

13.4

13.8

13.1

외국인

2.0

2.2

2.0

1.8

7.3

8.1

7.9

8.2

8.0

해외

0.2

0.5

0.9

2.0

5.2

5.7

4.1

4.7

4.6

외국인

0.4

2.0

5.4

14.4

17.9

17.0

16.1

14.9

14.3

-

0.3

1.2

2.5

2.6

2.9

2.3

2.1

2.1

외국인

5.8

4.7

6.1

5.9

5.7

10.0

12.6

13.2

12.1

해외

31.4

21.4

18.9

16.1

21.7

27.3

29.4

29.8

28.1

외국인

73.2

75.2

59.4

50.1 275.4 210.2 243.4 275.2 299.9

해외

0.5

6.6

15.7

55.6 234.9 193.5 216.8 244.9 264.7

외국인

45.7

60.0

82.6

78.2 121.7 153.2 157.6 156.2 158.6

해외

5.3

7.3

21.2

41.8

해외

61.3

97.0

98.0

98.7

94.1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많으며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
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많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1989∼1991년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각각 55%와
29%였다. 그러나 2002∼2004년 동안에는 모두가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
여 각각 69%와 46%였다.10) 이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
10) 해외직접투자를 보면 1989∼1991년 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각각 55%와
39%였으나 2001∼2003년에는 비중이 상승하여 각각 71%와 58%였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전세계
평균보다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편이고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2 제 1 부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역할
표3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유량)

(십억달러)

1989∼1991
세계

선진국

개도국

중동유럽
및 CIS

3.3
16.5
11.3
1.2
0.6
2.5
0.9
1.2
2.4

12.4
64.1
94.9
2.0
1.0
19.0
4.5
2.9
32.8

36.4
93.3
336.5
21.4
3.1
31.3
1.2
30.7
112.7

16.3
85.0
92.4
6.0
2.1
16.3
1.7
11.3
19.7

4.9
6.6
7.2
0.0
0.3
2.6
0.1
0.8
1.0

57.6
184.9
436.2
27.4
5.5
50.2
3.1
42.8
133.3

17.3

1.5

18.8

90.5

26.1

1.6

118.2

2.3
0.01
0.07
2.3
7.3
0.9
8.1

0.004
0.02
0.009
0.5
0.5
3.8

2.3
0.01
0.1
2.3
7.9
1.4
11.9

3.1
0.003
-0.3
1.3
34.5
7.0
17.6

0.04
0.2
4.3
2.3
2.4
9.2

0.2
0.003
0.02
0.02
0.003
0.6
0.7

3.3
0.05
-0.06
5.6
36.8
9.9
27.5

148.6

34.9

183.5

485.3

202.9

19.5

707.7

산업

선진국

개도국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 가스 및 수도
건설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
운수 및 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 및 운동
기타 서비스
분류 안된 서비스업
분류 안된 산업

9.1
47.7
83.6
0.8
0.5
16.5
3.6
1.7
30.4

계

2002∼2004
세계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1989∼1991년과 2002∼2004년간
비교해 보면 제조업분야의 투자나 무역거래를 보조하기 위한 투자형태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월한 유형 및 무형의 자산(ownership
advantage)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찾는 형태로 서비스업의 외
국인직접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1989∼1991년에는 금융 및 보험 그리고 도소매업이었
으며 2002∼2004년에는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이었
다. 특히 이 기간에 선진국에 대한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업 유입이 두드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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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저량)

(십억달러)

1990
산업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 가스 및 수도
건설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
운수 및 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 및 운동
기타 서비스
분류 안된 서비스업
분류 안된 산업
계

선진국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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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세계

선진국

개도국

139.6 23.7
586.4 144.4
716.5 151.6
6.5
2.7
15.4
5.1
188.0 23.4
19.5
3.8
15.1 11.3
272.7 85.3

163.3 268.2 151.6
730.8 2,406.1 613.6
868.1 4,624.7 1,224.4
9.2 167.3
47.5
20.4
57.5
24.2
211.4 859.7 182.7
23.3
63.0
18.4
26.4 366.3 118.7
358.0 1,518.1 299.8

103.8

14.0

117.7 1,051.1

0.09
0.9
12.3
66.5
15.8
9.7

0.06
0.02
3.9
2.0
4.1

0.06
0.09
0.9
12.3
70.4
17.8
13.8

11.1
0.5
8.6
68.3
107.3
345.9
47.4

476.2
0.4
0.06
2.3
5.7
31.5
17.0
52.5

1,452.2 323.7 1,775.9 7,352.8 2,042.1

중동유럽
및 CIS

20.7
20.4
34.3
1.2
1.0
7.2
1.0
11.9
6.7

세계

440.5
3,040.1
5,883.3
216.0
82.7
1,049.5
82.4
497.0
1,824.6

4.5 1,531.7
0.06
0.01
0.2
0.2
0.002
0.3
6.7

11.5
0.6
11.1
74.2
138.8
363.2
106.6

82.2 9,477.1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2. 국내동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본절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연도별 및 산업별 변화추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외국인직접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그림 3>과 <표 5>를 보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특히 연도별 신고액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3>을 보면 1997년 이후
11) 일반적으로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은 차이를 보여 주는데 이는 기업별로 볼 때 신고금액이 실제 투
자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신고시점과 투자시점간의 차이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기준으로 신고금액은 65억달러였으나 같은 해 실제 투자된 도착
금액은 51억달러에 불과하였다(산업자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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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산업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3 2003∼2006

1차산업

0.2
8.9
6.1
45.3
(0.0)
(0.3)
(0.2)
(0.2)
1,914.7 2,338.4 1,411.2 11,544.6
제조업
(73.2)
(66.6)
(33.6)
(56.9)
699.6 1,163.0 2,785.5 8,684.2
서비스업
(26.8)
(33.1)
(66.3)
(42.8)
0.0
0.0
0.0
342.2
전기, 가스 및 수도
5.0
26.8
12.3
99.0
건설
201.8
656.2 2,101.5 2,958.0
도매 및 소매
366.5
178.5
75.3
95.8
숙박 및 음식
7.8
0.6
34.9
575.4
운수 및 통신
46.7
166.2
258.5 3,948.3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임대 및
71.5
108.7
248.2
624.4
사업서비스
0.0
0.0
0.0
0.1
공공행정 및 국방
0.0
0.0
0.0
3.0
교육서비스
0.0
13.3
0.0
0.3
보건 및 사회복지
0.3
12.7
48.5
36.0
오락 및 운동
0.0
0.6
39.6
3.2
기타 서비스
계

(백만달러, %)

4.6
11.2
(0.0)
(0.0)
6,874.3 15,238.2
(47.1)
(36.2)
7,718.0 26,812.8
(52.9)
(63.7)
394.3
609.5
240.2 1,007.0
1,214.3 3,376.4
51.6 1,684.9
1,217.5 2,655.6
2,883.1 11,811.5
1,498.7

4,323.7

0.1
9.2
1.2
156.7
51.6

232.5
n.a.
n.a.
1,111.8
0.0

2,614.6 3,510.3 4,202.8 20,274.1 14,596.9 42,062.4

주 : 도착기준의 값임. 2000~2003년은 2003.4월 말까지의 합임. 2003~2006년은 원자료의 이용이
어려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의 신고기준 총액. ( )내는 전체 투자액중 비중(%)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의 확
대와 부실기업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의 진행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촉진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이 시행됨
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표 5>와 같다. 대부분의 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1980∼1984년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73%이었으
나 2003∼2006년에는 36%로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12)
12) 본 연구에서 서비스업의 정의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발표하는 산업분류와 비교 가능하게 하기 위
하여 저자들이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정기적으로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 산업
자원부 투자진흥과가 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의 관계 및 정의를 공개하기를 거부함으
로써 부득이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정의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저자들이 직접 한국표준산
업분류와 결합하여 재차 정의하고 있다. 1차산업은 농림어업과 광업을 포함한다(www.uncta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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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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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같은 기간에 서비스업의 비중은 27%에서 64%로 상승하여 상대적
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 서
비스업의 경우는 주로 도소매(유통), 숙박 및 음식, 금융 및 보험업에 집중
되어 있으나 최근 1990년대에는 금융 및 보험 분야와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에 대한 투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14)

IV.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파급효과와 한국의 국제경쟁력
1. 외국인 소유 지분율과 기업의 성과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등록된 유가증권기업(KOSPI)중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6>은 제조업과 서비
13) 건설업의 경우 비교역재라는 특성이 서비스업과 유사하여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외국인직접투자
산업분류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논문에 따라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14)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중 제조업 비중은 2000∼2004년 신고금액 기준으로 53.0%, 2005∼2006년
에는 50.4%였고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은 각각 42.6%와 38.2%로 상대적으로 제조업분야 해외직
접투자 크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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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율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15) 1997년말 기준으
로 볼 때 제조업전체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율이 4.98%였으나 2004년말
기준으로 보면 9.92%였고,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에 4.86%에서
14.62%로 증가하여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
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을 더욱 상세히 보면 숙박 및 음식업과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
비스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1997년에 각각 11.77%와
12.65%였으나 2004년에 보면 숙박 및 음식업의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10.89%인 반면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30.95%로 급격히 증가하였
다. 그 외에 절대적 지분율은 위의 산업보다 낮지만 1997년에 비해 상대적
으로 지분율의 증가가 두드러진 산업은 운수 및 통신과 금융 및 보험업이라
고 할 수 있다.16)
표6

외국인 소유 지분율 추세
산업

1997

1998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차산업
0.00 0.00 1.38 1.06 0.01 0.02 0.02
1.65
제조업
4.98 6.10 5.24 5.56 5.93 6.73 8.25
9.92
서비스업
4.86 5.20 6.09 6.30 7.83 8.63 11.27 14.62
전기, 가스 및 수도
건설
도매 및 소매
2.72 2.73 2.52 2.98 3.73 4.87 7.68 10.15
숙박 및 음식
11.77 17.94 10.36 13.53 13.19 8.89 8.86 10.89
운수 및 통신
4.52 3.99 4.50 3.94 5.10 6.37 11.52 16.41
금융 및 보험
7.00 7.76 10.38 9.96 13.18 13.41 14.89 18.04
부동산, 임대 및
12.65 13.36 16.00 20.61 23.34 26.07 26.19 30.95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 31.22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 및 운동
0.04 0.04 0.02 0.00 0.00 0.00 7.96
9.70
기타 서비스
계

4.93

5.81

5.47

5.76

6.43

7.23

9.05 11.16

15) 외국인 소유 지분율과 주가는 각 연도 말 기준이다.
16)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평균지분율은 2004년 말 기준으로 11.6%에 이르고 있지만, 시가총액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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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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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지분율과 주가의 변화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제조업(10% 기준)
I
II

6,805

7,913

9,928

9,317 10,426

9,812 10,337

12,118

12,811 17,508 32,776 21,783 38,581 37,378 41,327

49,263

서비스업(10% 기준)
I

3,819

6,388

7,724

5,521

7,202

6,535

6,448

6,887

II

7,797 14,949 39,510 18,513 28,588 25,312 28,336

25,886

제조업(50% 기준)
I
II

7,788
-

9,289 13,193 10,465 13,862 13,907 16,047

20,018

22,087 56,033 49,544 73,930 57,314 73,900

80,259

서비스업(50% 기준)
I
II

4,483
-

7,595 13,239

7,563

9,580

9,880 11,847

11,227

33,750 28,166 20,059 39,851 25,260 33,389

42,848

<표 7>은 외국인 소유 지분율(10% 및 50%) 기준에 의해 국내기업과 다국
적 기업으로 구분한 후 외국인 소유 지분율과 경제적 성과(연말 주가 기준)
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17) Ⅱ는 다국적기업을 나타내며 어느 기준에
의해 정의되든지 관계없이 다국적 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
이고 있다. 예를 들어 10%의 기준으로 볼 때 1997년과 2004년 사이 II그룹의
주가는 제조업의 경우 180%가 증가하여 국내기업(I)의 78%보다 높은 상승률
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두 그룹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II그룹
이 232% 상승하였으나 국내기업의 경우는 80% 상승에 그쳤다.

면 외국인 비중이 42.0%에 이르고 외국인 주식수는 22.0%에 이른다. 그 이후 2006년에는 시가총액
의 37.3%, 주식수의 22.3%가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다(증권선물거래소 홈페이지).
17) 경영성과에 대한 보다 나은 지표는 주가보다도 생산성일 것이다. 그러나 전산업에 공통적으로 적
용되는 생산성의 도출이 어렵다. 예를 들면 금융 및 보험산업의 경우 생산성의 정의는 제조업의 경
우와 다르게 정의된다.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Kang(2005)은 다국적기업의 생산성(10%
와 50% 기준)은 1997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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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쟁력
<표 8>은 1980년 이후 경상수지 변화를 보여준다. 서비스수지는 상품수지
와 달리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지속하여 2000년 28억달러 적자였고 그 이후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어 2005년에는 137억달러, 2006년에 188억달러의 적자
를 보여주고 있다.
세별 항목 중에서도 운수 및 정부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부문이 적
자를 보여주고 있다. 해외유학연수 및 일반여행에 따른 여행수지의 적자폭
은 전체 서비스수지적자의 약 69%를 차지하고 기업컨설팅, 컴퓨터 소프트웨
어, 연구개발, 기술서비스, 마케팅, 조직서비스, 디자인, 광고 등을 포함하는
사업서비스는 적자액이 68억달러였다.18)
그렇다면 현재 다른 선진제국과 개도국중 주요 경쟁상대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볼 때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가? 이
와 관련하여 <표 9>는 OECD 전체와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표8

한국의 경상수지

경상수지
상품 및 서비스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

(십억달러)

1980

1985

1990

-5.3
-5.3
-4.6
-0.7
-0.5
0.02
0.03
0.05
-0.1
-0.2
0.02
-0.03

-0.8
0.4
-0.02
0.5
0.3
0.2
0.05
-0.08
-0.3
0.2
0.1
-0.06

-2.0
-3.1
-2.5
-0.6
-0.8
0.4
0.2
0.02
-1.3
0.7
0.3
-0.08

1995

-8.7
-7.3
-4.4
-3.0
-0.4
-1.2
-0.1
-0.3
-2.1
1.0
0.3
-0.2

2000

12.3
14.1
17.0
-2.8
2.6
-0.3
-0.2
-0.1
-2.5
-3.1
0.4
0.4

2005

2006

15.0
19.0
32.7
-13.7
3.7
-9.6
-0.3
-0.6
-2.7
-6.1
0.7
1.2

6.1
10.5
29.2
-18.8
2.5
-12.9
-0.3
-0.5
-2.5
-6.8
0.6
1.2

자료 : 한국은행

18) 한국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총해외소비(동반가족포함 총유학경비, 여행경비, 의료비)가 2004년 기
준으로 약 176억달러(18조원)에 이른다(한국은행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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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국가명

선진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개도국
체코
그리스
헝가리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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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지표
1인당
GDP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유량/GDP 저량/GDP 유량/GDP 저량/GDP

서비스업 비중
GDP

외국인직접
투자 유량

26,049
6.3
31,043
12.0
29,341
50.1
26,404
4.6
39,334
6.2
31,067
9.5
29,279
13.9
29,063
3.0
6.5
38,090
74.7
15,796
20.1
25,449
5.8
34,013
0.6
- 1539.1
31,577
19.2
48,169
6.3
14,652
2.9
20,343
12.0
33,422
7.0
42,395
24.4
30,267
5.0
37,394
1.5

32.8
34.3
23.7
31.8
36.1
28.6
24.7
22.6
8.3
129.7
29.3
11.8
2.1
65.6
20.4
36.3
27.4
47.5
48.7
37.4
14.1

12.0
12.4
62.3
15.1
2.8
-25.3
17.0
0.6
7.4
5.6
9.5
3.2
2.6
1687.3
35.1
5.8
0.3
10.9
36.7
21.9
19.0
7.5

39.6
23.0
23.3
35.5
36.6
42.4
36.7
25.8
13.1
22.5
11.2
16.2
7.8
75.0
18.4
26.1
24.7
62.7
111.2
62.7
18.8

71
66
72
71
64
72
69
54
69
68
71
60
66
66
70
73
75

36.2
84.0
77.7a
7.1
87.1
89.5
70.8
107.2
52.7
50.7
20.7b
57.0
78.6
67.7
85.6
65.6
85.5
43.7
74.2
77.5
66.5

8,376
16,172
8,198
12,637
6,120
19,064
5,486
5,901
3,366
1,094
21,242
23,323

48.0
9.8
51.8
7.8
26.5
49.1
24.9
31.5
7.6
35.6
11.9
161.3
236.5

1.0
1.3
8.7
1.9
1.1
1.2
1.0
0.3
1.3
0.4
11.3
22.2
10.7

2.0
5.7
4.7
5.7
2.2
11.3
0.9
1.7
2.3
2.6
22.8
99.5
211.9

57
70
65
62
70
66
67
65
32
65
88

74.5
62.8
52.9c
64.1
77.3
49.4
75.4
27.4
59.5
58.1
96.4

11.6
0.1
13.5
2.1
8.9
12.5
11.1
6.8
1.6
12.4
0.9
45.7
38.4

주 : 1인당 GDP와 서비스업의 GDP비중은 2003년 기준임. 외국인직접투자 유량은 2000∼2002년
평균이고 외국인직접투자 저량은 2003년 기준임. a : 1995∼1999년 평균임. b : 1990∼1994년
평균임. c : <표 5>에서 재인용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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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표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의 GDP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총 외국인직접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나타나 대부
분의 국가가 평균 70%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선진국에서 일본
은 1인당 국민소득이 34,013달러임에도 불구하고 GDP에 대한 외국인 및 해
외직접투자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작게 나타나, 2000∼2002년 외국인직접
투자 저량의 GDP에 대한 비중은 2.1%이고 해외직접투자비율은 7.8%에 그
치고 있다. 이는 비록 투자액으로는 많지만 GDP 규모에 비해서는 다른 선
진국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아시아 다른 경쟁대상국에 비해서 그 비율들이 작게 나
타나고 있다. 2000∼2002년 GDP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비중이 2.1%이
고 투자비중이 1.9%에 그쳐 대만(0.9%, 11.3%), 싱가포르(45.7%, 22.2%) 그리고
홍콩(38.4%, 10.7%)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은 각국의 경제지표와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의 정도를 비교하는
지수를 정의하여 각국의 순위를 보여준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잠재성지수는
12개 주요경제지표를 결합하여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만든 지수로써 1988∼
2004년 미국이 거의 1위를 하고 있다.19)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성지수는 외
국인직접투자의 정도를 보는 것으로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
자를 얼마나 받아들였나 하는 정도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는 세계 총GDP
에서 각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만약 1보다 크면
그 국가의 규모에 비해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
하고 1보다 작으면 그렇지 못함을 의미하여 큰 값을 가질수록 그 국가는 외
국인직접투자가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값이 커짐에 따라 그 국가의 외
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매력도를 나타내는 잠재성지수를 보면 체코, 홍콩 그리
고 아일랜드가 전세계적인 흐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반면
19) 12개의 변수의 평균값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GDP 성장률, GDP의 수출비중, 1,000명당 전화 및 이
동전화수, 1인당 상업용에너지 사용액, 총국민소득에서 R&D지출비중, 전 인구 중 고등교육
(tertiary)학생 비중, 국가위험도, 전세계 자연자원 수출 중 비중, 전자 및 자동차부품의 전세계 수
입중 비중, 서비스 부문 수출의 전세계 수출비중, 외국인직접투자 저량의 전세계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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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잠재성지수와 성과지수 순위
잠재성지수

선진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개도국
체코
그리스
헝가리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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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수

1988~1990
(118개국)

2002~2004
(141개국)

14
19
10
2
16
8
6
7
15
24
27
18
13
9
4
39
25
5
11
3
1

18
26
14
3
21
13
16
8
12
9
23
28
22
11
6
38
24
7
20
2
1

15
76
8
38
55
65
45
87
85
51
80
64
105
13
50
12
19
52
31
11
41

111
81
11
97
140
88
80
123
13
89
63
107
131
50
105
69
76
64
84
49
120

34
46
20
44
23
50
64
45
21
12
17

39
36
37
17
53
31
43
47
68
33
19
5
15

37
63
81
35
6
100
70
46
49
1
3

32
121
40
114
75
70
57
60
95
55
126
5
3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1988~1990
(117개국)

2003~2005
(141개국)

172 제 1 부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역할
에 성과지수를 비교하면 잠재성은 높지만 유입의 성과가 낮은 나라들은 일
본과 한국이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잠재성지수가 2002∼2004년 141개국 중
17위였지만 성과지수(2003∼2005년)는 141개국 중 114위로 아직도 유입의 잠
재성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국가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업의 선진화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확대와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
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의 확충이 필요하고 동시에
과거 공공성이라는 전제하에서 규제되어 왔던 사회서비스업과 관광 및 레저
산업에 대한 규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공공성과 사회 후생의 극대
화 그리고 경쟁력확보라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표 11>을 보면 총부가가치중 농림어업 비중이 1970년에 20.7%를 점하
고 있었으나 1990년과 2006년에 각각 7.2%와 3.7%로 하락하였다. 반면 제조
업은 1970년에 비중이 7.6%였으나 2006년에는 33.5%로 높아졌다. 서비스업을
보면 전기, 가스 및 수도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의 경우 1970년에
61.3%이었으나 1990년에 54.5%, 그리고 2006년에 52.2%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20)
서비스업의 각 부문을 보면 운수, 창고 및 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이나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비중의 하락이 두
드러진다. 공공부문 비중의 하락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
서비스 비중의 하락은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하락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의 해외이전은 국내 총부가가치 하락의 원인이기도 하다.
20) 본 연구에서 정의하듯이 전기, 가스 및 수도업과 건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비중은 1970년에
68.8%, 1980년 68.1%, 1990년 67.9%, 그리고 2006년에 6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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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경제활동별 총생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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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서비스
기타서비스
산업(총부가가치)

20.7
2.9
7.6
0.4
7.1
10.2
3.0
1.0
13.0
18.4
11.5
1.2
3.0

18.4
3.0
12.7
0.6
7.2
12.2
3.8
1.4
12.0
14.1
10.5
1.3
2.7

12.0
2.5
17.4
1.0
9.7
10.6
5.3
3.0
12.7
12.2
9.3
1.5
2.8

11.1
1.9
20.4
1.5
9.8
10.8
5.1
3.5
12.8
9.1
8.4
2.8
2.7

7.2
1.1
23.8
1.9
11.5
11.5
5.2
5.5
12.6
7.2
6.8
2.9
2.9

5.6 4.9 4.0 3.7
0.6 0.4 0.3 0.3
24.8 29.4 32.4 33.5
2.1 2.6 2.9 2.8
11.5 8.4 8.0 7.6
11.1 10.8 9.4 9.3
5.4 7.0 8.3 8.3
7.7 6.9 7.5 7.5
13.1 13.2 12.0 12.0
6.2 5.7 5.1 5.0
5.8 5.0 4.7 4.6
2.8 2.4 2.3 2.3
3.4 3.3 3.3 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국내총생산에서 순생산물세를 제외한 총부가가치에 대한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4.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개방과 경쟁이라는 현실에서 서비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생산성으
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이다.21) <표 12>는 미국을 100으로 하여
주요 국가들의 주요 서비스업의 경쟁력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을 제외하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의 정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음식소매업과 일반상품소매업의 경우 미국을 100으로 할 때 27과
32에 불과해 이 부문의 국제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후진국인 브라질을 제외하면 일본도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그
외에 대학교육 경쟁력이 조사대상 60개국 중 59위(IMD 2004), 의료체계의
국민건강 기여도(performance on level of health)가 1997년 기준으로 평
가대상 191개국 중 107위이고, 전반적인 의료 체계의 성과도(overall health
21)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할 때 미국이 228 그리고 일본이 200으로 나타난다(재정
경제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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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음식소매 일반상품소매 소매업

통신

소매금융

항공

소프트웨어

건설

미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한민국

27

32

-

83

76

100

-

69

프랑스

118

-

96

51

100

66

53

80

네덜란드

-

-

95

-

154

66

59

100

독일

-

96

96

51

85

66

65

70

일본

54

54

-

82

-

-

-

45

영국

89

82

103

49

64

66

-

-

브라질

14

-

-

41

40

47

-

35

주 : 각 국가마다 측정 연도가 다르지만 주로 1990년대 중반의 자료임.
자료 : Baily and Solow(2001)

system performance)는 58위이다(WHO 2000).22)
<표 9>와 <표 10>이 보여주듯이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정
도가 매우 낮은 이유가 이처럼 낮은 국제경쟁력에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이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23)

V. 한국의 서비스업 투자유인책의 비교 및 정책제안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서비스업은 국제경쟁력이 약하고 따라서
국내수요의 해외수요로의 이전은 <표 8>에서 보여주듯이 서비스수지 적자가
22) 의료체계의 국민건강기여도는 의료체계가 의료비용을 건강(health)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환
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의료체계가 운영 된다고 가정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제 건강성취도의 건강정도에 대한 비율로 정의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의료체계의 성과도는
전반적인 의료체계와 의료체계의 비용의 관계를 프론티어 추정방법(frontier production
function)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WHO 2000, p.150).
23)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격차가 제조업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대해 Baily and Solow(2001)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이 서비스업제품보다 빠
르게 나타나고, 서비스업의 비교역재적 특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쟁에 대처하려는 압력이 제
조업보다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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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여행 및 사업서비스 적자가 2006년
말 기준으로 각각 129억달러와 68억달러에 이르러 이 부문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Ⅳ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서비스업의 고용유
발효과가 제조업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이 매우
약하여 개방과 경쟁이라는 현시점의 환경에 직면하여 서비스업의 특성상 국
내외 경제주체간에 사회문화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러나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거의 60%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편이고 외국인직접투자 비중도
2000∼2003년 기준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53%에 불과해 선진국 평균이나 전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을 비롯하여 자동차, 철
강, 조선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추구
함과 동시에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여
선진적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업 육성분야를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업과의 연
관성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제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서비스와 직간접으로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부문으로 금융, 보험, 운수
및 창고업 분야가 포함된다. 이들은 서비스업 자체보다는 제조업의 중간재
적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하여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고도의 성장잠재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의 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업이다. 이는 사
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복지사회로 이전하는 사회서비스로 교육, 의료
및 보육서비스와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하여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관광 및 레저분야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산업들은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육성이 필요한 현상황에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투자가 이루
어지는 경우 사회문화적인 충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76 제 1 부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역할
많은 정책적 한계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처럼 서
비스업 경쟁력(노동생산성)이 세계수준과 격차가 큰 경우 국내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반경쟁효과를 우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
유치산업 보호론에서 논의되듯이 지속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
면 최근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시장개방과 경쟁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강화
가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느 속도로 필요한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1. 서비스업의 규제현황과 문제점
2004년 정부는 지식서비스업의 진입,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소비회복을 위해 2005년 핵심정책으로‘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제시
하고 이를 위하여 서비스업 관계장관회의 신설, 금융·세제 등 정책적 지원
제도와 규제개선, 관광레저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과 같은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재정경제부 2004). 또한
2005.3월 제1차 서비스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경쟁력강화 방
안을 논의하고 각 부처별 중점 육성대상 서비스분야와 추진과제 및 추진일
정을 확정하였다(재정경제부 2005). 특히 2006.12월 관광·레저, 교육·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1단계 서비스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7.7.30일에는‘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을 발표하
여 성장동력으로서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재
정경제부 2007).
제2단계 대책의 주요내용은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추진, 서비
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그리고 서비스산업 경쟁환경
지속 추진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들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정책적 차별과 불합리한 규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인 교육·관광·레저부문과 사업비지니스 분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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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관광레저분야 해
외소비의 국내전
환 촉진

가. 반값수준의 대중 골프장 공급
부담금·부대시설 설치 규제 개선 등
태안 등 기업도시에 체류형 대중골프장 공급 지원(사업시행자 법인
세·지방세 감면, 기업도시당 주요 진입도로 1개에 대해 50% 국고
추가 지원)
나. 고급 해양관광레저산업육성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추진(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양레
저선박 항행구역 제한 완화,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개발, 공유수면 점·사용료 경감, 마리나 지원 법적 기반 강화,
해양레저 안전관리 강화)
크루즈 관광(외국 크루즈선 국내기항 추진, 크루즈 산업 육성기반
조성)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가. IT 투자기반 확대를 위한 제조정비 및 인프라 확충
RFID 부착의무화 등 구제체계 정비, 표준제정 및 가이드라인 제공,
소비자·지적재산권 보호강화, IT기술 개발·보급 확대, IT기술 개
발지원 확대, IT부문 공공부문투자확대, 세제 및 금융지원
나. R&D 투자지원 확대
다.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직업능력확대

서비스산업
경영환경개선

가. 주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송·광고, 통신, 문화, 디
자인,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법률·회계)
나. 불합리한 제도의 추가 개선(관광레저산업, 문화산업, 의료·국방 등
기타 서비스산업)

자료 : 재정경제부(2007)

한 규제개선이 필요함에도 아직 시행이 잘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24)
먼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되어지겠지만 호주나 최근의 싱가포르의 예
처럼 선진국형 복합휴양지를 유치하고 건설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다양한 레
저산업이 함께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진 휴양지 건설계획에 대한 정책이 미흡
하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골프장과 마리나 개발과 같은 개별적 정책
은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을 복합적으로 한 정책이 미흡하다.
또한 골프장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농민이 자
24) 전반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남광희·윤성훈(2005), 그리고
금융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논의는 이근영·이대기(2005)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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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감면
을 해준다는 정책을 보자. 이는 건설비용을 줄여 이용요금을 인하시키겠다
는 취지이나 이보다 현존 각종 세금(보유세, 특별소비세 등)을 인하시켜 이
용요금을 인하시키는 것이 골프인구의 해외이전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일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위의 정책요약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수지의
가장 큰 요인이며 따라서 국내소비자를 해외수요로 이전하는 가장 주요한
산업인 교육·의료 부문에 대하여 개방 또는 국내에서의 경쟁정책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시키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략적 유치방안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기본 인식 전환의 필요성
지금까지는 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자본유입과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같
이 이미 투자자금 여력이 있거나 필요하면 외국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는 경
우에 투자자금 확보에 집중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은 바람직하지 않
기 때문이다. 자금유입부문에 있어서도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은 투자자금
부족이 원인이 아니고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투자유인이 작기 때문임을
유의해야 한다.25)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의 2006년 상반기 설비투자 애로요인을 보면
애로원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내수요부진으로 나타났다. 이
는 2000년대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그 다음으로

25)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있어서 총액규모에 의한 인센티브 정책도 수정되어야 한다. 투자규모나
고용 인원을 중심으로 투자 유인이나 혜택을 주기보다는 투자분야를 보고 연관된 다른 산업이나
기업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주느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LG화학의 미국연구소인 LG
CPI가 연구인력이 단지 20명인데도 콜로라도주에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이전하면서 받은 혜
택이 10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도입을 할 때 각종 부가세를 면제받아
혜택을 받은 총 금액이 450만달러에 이른다고 한다(한국경제 2005.6.9일). 재정경제부(2005)에 따
르면 서비스산업의 입지여건 개선내용에서 서비스업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산업자원서비
스업의 경우 3,000만달러 이상 그리고 관광서비스의 경우 2,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제 3 편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FDI의 전략적 유치방안

179

수출수요부족 그리고 내부자금부족 등으로 나타났다(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
조사 각년도).
둘째,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저임금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
우 외국인직접투자유입 산업은 주로 고부가가치분야 및 서비스 분야이므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유치는 우선순위가 아
니다. 한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부문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첨단분야 연구소나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런 경우 앞에서 언급되었
듯이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기술, 경영, 마케팅 등의
파급효과, 전후방 연관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
인직접투자에 의한 고용증가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많이 논의되는 배당과 시세차익을 통한 국부유출 등 해외
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단순히 단기투자수익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간
접투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26) 그러나 그린필드(greenfield)형이나
M&A를 통해 경영권을 갖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외국인직접
투자의 경우 이러한 단기적인 이익창출이 아닌 투자가 이루어져 앞에서 논
의된 여러 형태의 연관효과를 창출한다.
넷째, 시장규모나 자금조달면에서 충분한 시장여력이 있는 우리의 경우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차별적 특혜를 주기보다는 국내자본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상호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정부는 수도권내 25개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설 및 증
설을 2007년말까지 허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국내대기업에 관
해서는 수도권공장의 신설이 금지되고 다만 반도체, LCD, 항공우주, 자동차
등 14개 첨단업종의 증설만 허용하고 있다(산업자원부).27)

26) 더욱 중요한 문제는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로 투자를 했다가 간접투자 형태의 투자수익으로 전환하
려는 외국인직접투자자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27) 이 정책도 외국인기업과 차별되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연관산업을 고려한 정책이 실시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국내기업에 대한 유인이 없다. 만약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먼저 유인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외국기업들의 지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한국의 고
급인력시장 및 집적효과를 이용하려는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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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변화를 보면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05년 이후 최근의 정책변화중에서 중요한 점은 외국인직접투자 제
한업종 및 금지업종이 오히려 증가하고 각종 외국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축
소하고 국내기업과의 차별적 정책을 철폐하고 있다는 점이다.28) 이 중에는
노조성격의 공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외국인에 대한 각종 우대세율을 폐
지한다는 점이다(탁세령 2006).

나. 소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말 현재 50.4%를 차지하는
소비수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29) 그리고 최근 계층간 소득이 양
극화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의 급진전 등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증대, 소비시장의 글로벌화, 여성 및 신세대 주도의 소비고급화 등 가계소비
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특히 해외소비의 추세를 보면 2000
∼2004년 국내소비가 2.7% 증가한 반면 해외수요는 같은 기간 18.2% 증가하
였다. 가계의 총지출에서의 해외소비지출의 비중도 증가하여 2000년 2.0%에
서 2004년에는 2.9%였다(한국은행 2005).30)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국내소비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소비를 국
내생산을 통한 소비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 고급화된 소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는 국내소비계층이 해외소비에서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
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았던 소비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31) 따라서 소비의
28) 2002년에 41개 산업에 대해 262개 장려업종, 75개 제한업종 그리고 34개의 금지업종을 지정하였으
나 2005년도에는 장려업종은 256개로 줄어들었으나 제한업종 및 금지업종이 각각 78개와 35개로
증가하였다(탁세령 2006).
29) 이는 1980년의 61.8%, 2000년의 52.9%에 비해 하락한 수준이다. 2004년 말 기준으로 가계소비의 비
중이 미국, 영국 및 일본이 각각 70.2%, 62.6% 그리고 55.3%였다. 반면에 스웨덴, 노르웨이와 핀란드
는 각각 46.7%, 43.0%와 49.5%였다(한국은행 2005).
30) 1980년과 1995년에 각각 0.4%와 1.7%였다. 현재 3% 내외의 비중은 1%정도의 대규모 개방경제국가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높으나 4%정도의 소규모 개방국가(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
비해서는 낮다. 문제는 비중의 빠른 증가속도에 있다고 하겠다(한국은행 2005).
31) 해외수요가 국내수요로 이전되는 경우의 문제점이 국내소비자들의 부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다. 이
는 소비가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우 국내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지만 국내소비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부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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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이 창출된 것이 아니라 해외수요를 국
내수요로 전환한 후에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극복되어야만 서비스업의 수입대체 과정을 통하여 국내소비가 증진되고 동
시에 부가적으로 고용이 창출되면 경쟁력이 향상되고 서비스수지 악화도 막
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득창출이 저소득-저소비 계층으로의 재분배가 이
루어지면 과거 수준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최소한 자신의
소비 감소를 통하지 않고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다. 외국인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문의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
발점이라고 하겠다.
Invest Korea는 2003년 114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상대로 경영환경 만족
도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선결과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32) 경
영환경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41.2%가 불만족하다고 대답하였고 투자확대
를 위한 선결과제로 노사관계 정착(53.5%), 투명한 기업거래관행 확보(26.3%),
국민의식의 국제화(16.7%) 그리고 시장개방확대(15.8%)를 들고 있다. 또한 한
국진출 시점에 비해 나빠진 문제로 인건비(73.6%), 임대료 등 간접비용
(63.2%), 물류비(45.6%) 그리고 고용유연성(37.7%)을 들고 있어 한국의 인건비
상승이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기도가 2005.6.21∼29일 도내 158개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투자후의 애로사항으로 40.5%가 투자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
령을 지적하였고 24.1%가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주거환경문제, 그리고
노사문제로 인한 기업경영 애로(7.01%), 행정상의 지원미흡(7.0%) 등의 순으
로 대답하였다. 그 외에 투자동기로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시장보유(51.9%)
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숙련된 노동력 및 고급인력 확보용이(16.5%), 한국
리사회에 축적되어온 반부자 및 반기업가 정서에서 나온 것이지 반부 혹은 반기업정서와는 상이
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에 노출되는 반기업가 정서와 반부자 정서를 해소시킬 수 있
도록 사회정의 실현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공정한 사회가 달성되어야 한다.
32) 실제 조사대상은 952개사였으나 114개사만 응답하여 응답률이 1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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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중심지역(12.0%), 공항 . 항만 등 최적의 인프라구축(10.8%) 등으로 나
타났다.33)

라. 수평적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제조업 이전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직접적 투자 및 유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산업클러스터(cluster) 정책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은 한계에
이를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정책에서 보면 외국인투자유
치를 위해 지정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
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시장수요의 추
구에 목적이 있는 서비스업 부문을 보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특정지역이 아닌 국가전체의 측면에서 보아 수요가 존재하는 지
역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한다. 즉 교육, 의료 및 보
육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ial infrastructure)에 대하여 정부나 국내기업의
직접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관여하는 분들을 만나본 결과 투자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주문사항이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 병원, 주거 등은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 동시에
우리의 준비가 가장 미비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들 사회간접서비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
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자금의 원천이 외국인가 하
는 문제는 중요하지가 않다. 국내자금으로도 충분하고 외국인투자로 인한
여러 형태의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본
다.34)
33) http://www.gg.go.kr
34) 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구역에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행정지원을 유인책으로 하여 외
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었다. 한국과 같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단계의
국가에서 과연 이러한 자유구역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의 지적이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보면 저개발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transition)하려는 국
가들처럼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충분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 집중적 투자
가 가능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을 보면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의 설
치보다는 국가 전체가 자유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임금 국가들이 중점을 두고 유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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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조업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서비스업 분야 육성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와 서비스업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앞에서 언급된 수평
적 투자의 경향이 강하다. 마샬이 주장하는 외부성을 이용하려면 고도의 기
술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동시에 판매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
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외부성이 가능하려면 집적(agglomeration)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에 대한 투자
의 가장 큰 이유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숙련된 노동력 및 고용인력
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인력, 국제적 교역기회 등의 여러 사회간접자본 및 연관산업의 효
과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수도권
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배후 간접자본에 대한 접근이 용
이한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의 투자처를 옮길 것이다.
교역이 불가능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현지시장의 성장정도가 중요한 위치
선정의 요인이 되지만 교역이 가능한 서비스업의 경우 위치선정의 중요한
요소는 정보 및 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적절한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잘 교육된 노동력의 확보가능성 등이다. 그렇
다면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서 지역적 요인은 자명하다. 예를
들면 외국인고용의 형태가 특구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을 포함
한 서비스 부문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상승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는 경우
제조업의 중간재로서의 특징을 지닌 그리고 외부성 효과를 지닌 연관서비스
업 즉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보험, 법률, 회계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의 전략
적 육성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인이 특정지역
이 아닌 수요가 있는 지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35)
는 제조업 부문이 아닌 시장수요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주요 요인인 서비스업의 경우를 보면 이러
한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35)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높지 않다는 과거 많은 연구들에 비해 최근의 연구들은 반
드시 그렇지 않다고 보여 준다(Baumol 1967). 예를 들어 Wolfl(2005)의 OECD국가들에 대한 서비
스 산업별 생산성 분석에 의하면 운수, 창고, 통신 등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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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업별로 보면 운수서비스는 이미 서비스수지에서 흑자를 보이
고 있고 그 외에 금융·보험 등의 서비스 분야는 이미 개방의 정도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근영·이대기(2005)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
러나 서비스수지의 적자원인중 하나인 특허권사용 및 사업서비스의 경우는
단순한 시장개방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특히 사업서비스 적자의 경우 한
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인된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사업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대외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
보 및 통신기술의 발전은 과거와 달리 서비스업으로 하여금 교역재적 성격
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고급인력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오지
않고 발전된 정보 및 통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률, 회계,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고급인력의 확충을 위한 투자가 선
행되어 외국의 고급인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이 서비스부문의 수지
적자가 해결된다. 이는 전반적인 교육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급인력
의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배출의 수가 아닌 국제경쟁력을 지닌 고급
인력을 확충해야만 한다.

바. 사회후생의 극대화와 공공성의 조화
교육, 의료 및 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을 강조하여 개방 및 경
쟁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제약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재 특성의 강조는 영리법인의 설립을 금지하여 효율성 증대를 통
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경우 교사
및 교지의 임차를 금지하거나 의료의 경우 의료인의 복수사업장 종사를 금
지하고, 호텔, 출판 등의 임대수익 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재라는 명분으로 획일화하고 규
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식을 생산하고 육성하여 서비스하는 지
식산업으로 보아야 한다.
주는 기계산업 등의 생산성 증가율과 유사한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국내 연구로도 이종화·송철
종(2005) 및 김현정(2006) 연구에 의하면 운수, 통신 및 사업비지니스 등 산업은 제조업 생산성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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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업도 고도의 지식산업임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IT 산업과
의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과 경
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병원에 대한 영리화의 허가가 고려된다는 전제하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진료기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따라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국내의료기관들은 외국기관과 같은 수준의
경쟁이 불가능하다.36) 보육서비스분야에 있어서도 수요층의 기대를 충족시키
지 못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와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매년 유학, 관광, 골프, 의료 등 목적의 지출을
합한 여행지출이 2004년에 약 176억달러(18조원)이었고 국제수지에서 수입을
고려한 서비스수지를 보면 2006년에 약 188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
중에 여행수지의 적자폭이 129억달러로 전체 서비스부문 적자의 69%정도를
점하고 있다(<표 8>). 특히 유학 및 연수 목적의 지출이 매년 25억달러라는
사실은 한국의 교육수요가 엄청남을 알 수 있다.
유학을 통한 교육비유출현황으로 본 해외교육수요는 1993년 해외지급액이
3억달러 정도였으나 2005년에는 10배 정도 증가하여 34억달러에 이르러 국
내소비자들의 해외교육수요의 급증을 알 수 있다(교육자원부 DB). 또한 외
국인학교에 대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국내수요도 매우 크다. 정부에 의해
인가된 43개의 외국인학교가 있다. 이중 16개가 서울에 있으며 7개교가 비
영어권 학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인학교에서 교육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규모의 면에서도 다른 경쟁국가
들의 학교들보다 작으며 또한 이들 국가에 설립된 학교의 대부분이 정부에
의해 제공된 토지에 설립되어 있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3). 따라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학교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급한 것은 주
36) 싱가포르의 의료기관의 경우(민영기관을 포함) 외국자본의 투입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브랜드네
임 차입수준이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경우 존스홉킨스대학의 진출형태이지만 상대병
원의사 2명 파견수준이다. 그러나 병원경영에 대한 시장개념의 도입으로 최고급 수준의 A급 병상
(본인부담)을 공공병원에도 허용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전체병상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병
원운영의 특성은 의료수가의 자율화, 서비스 차별화, 영리법인의 인정, 정부의 무간섭 등을 들고
있다. 중국 상해 민영병원의 경우 정부 무간섭, 영리법인을 인정하고 수가가 자율화되어 100% 본인
부담이다. 외국인환자의 경우 내국인 수가보다 비싸고, 외국인병원의 투자 사례는 드물고, 있더라
도 기술협력수준이다(신의철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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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아시아 국가들의 예를 참고하여 학교의 질과 시설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실시가 요구된다고 제언하고 있다.37) 결국 이러한 현황은 한국의 교육서
비스 인프라의 부족을 반영하고 동시에 국제경쟁력 약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내소비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정부의 지나친 공공성 측면 강조에 의해 개방과 경쟁이라는 최근의
추세에 부합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수요의 폭
발성을 수용하고 서비스수지 적자를 해소함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투자 유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사회후생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의
영리추구와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한국정부는 교육 및 의료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경제자유구역에 국한함으로써 이미 한국기업이나 다양한 형태의
다국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형태나 지역에 설립
이 되지 않고 있다. 즉 특정지역의 새로운 수요를 예측한 정책보다는 현시
점의 수요를 고려한 시설허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미 충분한
국내수요가 있고 동시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대도시에 이
러한 교육기관들을 설치함과 동시에 국내투자나 외국인투자를 유입해야 한
다.38) 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요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선
택 가능한 빠른 방법이다.39) 다만 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교육기회의 박
37) 말레이시아의 경우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에 등록된 외국인 학교 수가 약 30개교이고(말레
이시아 산업개발청), 중국 교육부에 의해 인가된 외국인 학교 수는 2005.3월 기준으로 총 71개교이
다(중국 교육부).
38) 어학 등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를 국내로 대체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형태의 국제학
교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국내 중고등학교의 평준화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개방과 경
쟁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각 (광역)지역별로 기존 사립학교 중에 원하는 학교에 대하여 자립형 사
립중고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제한적 경쟁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존 소요자금을 공립학교로 이
전 배분함으로써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반 사
립 중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요타자동차, 주부전력, JR 도카이 등 일본의 3개사가 중심
이 되어 일본판 이튼스쿨을 설립하였다. 일본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하게 되며 학비는 연간 300만엔(약 30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다(한국경제 2005.6.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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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에 직면하는 계층에서는 집중적으로 정부가 투자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
다. 전 교육기관을 보조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에서 생존 가능한 기관은 시장에 맡기고 그렇지 않은 기관과 공공성의 확보
가 필요한 지역이나 기관은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
의 정당성을 찾고 사회후생의 극대화도 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 문화, 관광 및 휴양서비스의 복합소비산업 활성화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을 설명하는 주요 분야 중하나가 또한 문화, 관광
및 휴양서비스 분야이다. 이 분야는 주 40시간제 확산 등으로 수요 증가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여 해외로의 소비 이전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골프장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대외경
쟁력 상실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골프장은 별장, 고급 오락장과
같은 사치재로 분류되어 특소세가 부과되고 교육세, 농특세 및 체육진흥기
금 등이 부과되고 지방세도 중과되고 있다.
확산되는 국내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국내공급의 미비로 해외수요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수요를 국내수요로 전환함으로써 서비
스수지의 적자를 해소하고 동시에 중국의 부유층 같은 해외의 수요층을 유
인하기 위한 문화, 관광 및 휴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들 해외수요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의 전환
이 절실히 필요하다. 많은 정책제안들을 보면 과거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관광 및 쇼핑위주로 정책을 실시하려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소
득과 경제발전단계로 볼 때 이러한 정책보다는 호주나 최근 싱가포르 정책
처럼 복합휴양지(integrated resorts)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시되어
야 한다.40) 이는 국내에도 단순 관광이나 골프장 건설보다는 거주지 및 골
39) 국내수요를 대체하기 위하여 반드시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국제학교의 설립에서 찾을 필요는 없
다. 한국의 경우 투자자금이 충분히 있고 따라서 국내의 학교시설에서도 충분히 해외수요를 국내
수요로 이전할 수 있다. 이는 학생선발권, 수업료책정권 및 교과과정운영의 자율권을 가진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등에 대한 대폭적인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교육비용의 집중화가 가능하고 동시에
국내수요의 해외로의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0) 호주의 경우 11개의 주요 지역을 복합관광휴양지(integrated tourism resorts)로 지정하여 이 지역
에서는 외국인투자제한에서 면제되고 외국인간의 주거지 거래도 제한 없이 가능하다. 동시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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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포함한 각종 휴양시설이 갖춰진 선진국형 복합휴양지를 건설하는 방향
으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소득층의 해외로의 이전
을 국내수요로 전환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국내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정책도 특구에 의한 정부의 지원정책보다는 전국
에 걸쳐 자원이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규제완화와 투자유
인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경주, 부여
등 충분한 관광자원이 이미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와 유인으로 새로운 수요
층의 창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보다는 휴양시설
의 확충이 필요하다. 자연자원이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휴양시설의
확충에 의한 수요층 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는 제주나 최근 개발예정
인 서남해안 개발사업 등도 주요 투자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41)
결국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수요가 있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대규모
레저단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고 수도권 이외에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해서도 관광 및 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동시에
디즈니랜드 등과 같은 외국의 테마파크를 유치하려고 해야 한다.

아. 원스톱(one-stop) 시스템의 효율성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서비스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시장추구형이 대부
분이다. 따라서 자금유입, 고용 및 수출효과에 비해 생산성상승, 생산성파급
효과 그리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더 크게 기대된다. 그리고 파급효과를 극대
에는 호텔, 주거지, 골프 등 각종 스포츠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http://www.firb.
gov.au). 싱가포르도 과거 관광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마리나 베이 샌드(The Marina Bay Sands)
지역과 센토사(Sentosa) 지역에 2009년 까지 복합휴양지를 건설 중이다(www.singapore
integratedresorts.com.sg).
41) 과거 우리의 많은 정책이 지향하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형 관광지의 경우 단기 체류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주거가 구비되어 있는 장기 체류형 복합휴양지라고는 볼 수 없다. 특
히 이들 지역은 복합적인 쇼핑지역으로서의 관광지역이고 동시에 한 국가 개념의 복합적인 사회
간접자본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집적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서남해안개발사업의 경우 전남
영암 및 해남군 일대에 관광, 레저 및 지식기반서비스가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관광중심지를 육성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미 다른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비해 관광의 비교우위가 얼마
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휴양지로서의 유인이 얼마나 있고 민자유치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
는지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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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분야보다 서비스업 유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대부분 외국인투자자들은 정부 공무원과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불만이
많다. 예를 들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과정에서 원스톱체제는 이루어져 있다
고 할 수 있으나 유치기관과 결정기관이 서로 상이하여 유치를 한다고 하더
라도 허가를 얻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기관의 역할이
거의 없다. 따라서 유치기관에 의사결정 역할까지 부여하여 중국의 푸동, 싱
가포르 등 주요 경쟁대상국들처럼 유치 단계에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까지 1인이 모두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체제를 본격
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VI. 결 론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비교역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있
는 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투자 형태도 저임금을 이용한 생
산비용의 하락을 위해서가 아닌 직접적인 수요자를 찾아가는 수평적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비교역재적 특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쟁이 제
조업에 비해 가능하지 않아서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리
고 제조업에 비해 유입된 서비스 재화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충격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교육, 의료, 보육 등 사회서비스는 공공성
이 강조됨으로써 국제경쟁력 하락이 두드러지고 시장개방에 대한 반감이 가
장 큰 분야이다.
이러한 국제경쟁력 약화는 국내수요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매년 교육,
의료, 관광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총생
산에서의 서비스업 비중과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제경쟁
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성
장 동력을 지닐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업은 고유한 특성인 비교역재적 성격과 시장추구형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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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태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원인이나 효과면에서 제조업과는 매우 상
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동시에 과거에서와 같이 단순한 자
본유입의 확대를 통하여 직접적인 고용증가를 기대하는 형태의 외국인직접
투자에 대한 인식은 한국경제의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실의 문제점은 투자자본이 없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필요한 것
이 아니라 국내투자자들의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유치가 필요함
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요 추천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 투자자에 대하여 해외투자
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의 확립, 해외자본 및 고급화된 소비에 대한 인식전환,
외국인기업 환경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개선, 특수지역이 아닌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 장려, 사업서비스분야의 고급인력양성, 공공성과 사회후생
극대화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의 계획이 아닌 실천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지나친 공공성 강조가 반드시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것과 사회서비스의 부분적이고 현명한 영리추구를 허용하여 시
장기구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
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후생 극대화를 꾀함으로써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
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시장 추구형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형태
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과 휴양의 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이미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쇼핑 등의 관
광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적이나 자연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아닌 이미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하여 휴양을 포함한 복합적인 투자의 유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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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재화와 서비스, 노동과 자본, 정보 등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게 됨으로써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각국 간의 교역규모가 증대되고 다국적기업들이 등장
함에 따라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데 이 현상은 신흥개도국
들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개혁을 추진함
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래 세계질서가 정
치·군사위주에서 경제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질서
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로 특징지어진다.
21세기에도 한편으로는 투자, 경쟁정책 등에 관한 뉴라운드가 출범하고 새
로운 국제금융제도나 규범이 도입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
인 지역블럭의 광역화 현상이나 FTA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금융·외환위
기에 대비한 지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
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21세기 디지털경제시
대에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국제거래가 용이하지 않았던 서비스
교역과 국제자본 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세기 세계경
제를 주도하던 미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짐에 따라 세계 경제가 미국,
EU, 아시아의 3극 체제로 재편되고 BRICs 국가들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
에서 후발 개도국들이 우리 경제를 맹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우리 경제
를 이끌어갈 미래성장산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경제의 급부상으
로 한국, 일본, 중국으로 구성된 동북아 경제가 새로운 세계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경제의 물류 또는 금융 중심
지로 도약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외
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금융 및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자유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게다가 디지털경제시대에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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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높은 교육수
준을 가진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일본이나 중
국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 CEO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여건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
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및 국제적 상업금융자본의 진입에 의한 국
내 금융산업의 국제화와 선진화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외환
위기 이후 많은 외국 금융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미친 영향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FDI의 역할과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또한 외국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금
융산업에 대한 FDI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FDI가 수
익성과 생산성 등과 같은 국내 금융산업의 주요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금융관련 FDI를 통해 국내 금융
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FDI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Ⅲ장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FDI의 역할을 숙고해 보고 이에 따른 문
제점들을 도출해 본다. 제Ⅳ장에서는 이미 금융산업에 대한 FDI를 성공적으
로 받아들인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물론 중남미,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
를 통해 FDI가 투자유치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FDI의 유치전략을 숙고해 보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국내 금융산
업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FDI가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 유동성, 생산성,
자본적정성, 여신건전성 그리고 자본구성 등에 어떤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
가를 외국인지분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은행, 증권, 보험

제 4 편 금융허브로의 발전과 금융 FDI의 역할

199

등 국내금융기관과 외국계 금융기관의 주요 지표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통계적 검정을 통해 살펴본다. 제Ⅵ장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이론적 또는 실
증적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어떤 정책을 향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제Ⅶ장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II. 금융 FDI 현황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은 1991
년말에 3.27%에 불과하였으나 자본시장개방과 외환위기의 여파로 그 후 급
속히 증가하여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0년말 30.08%, 2004년말에는
41.97%까지 증가하였다.1) 주식수에서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말
13.91%에서 2005년말에는 22.96%까지 높아졌다. 시가총액에 비해 주식수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외국인이 국내 우량대기업에 집중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2007.2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264조 2,299억원으로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0%로
세계 33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29.8%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11조 4,768억원이
며 코스닥 상장주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보다 낮다.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FDI 누적액을 살펴보면 1996년까지는 19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100억달러를 초과
하였다. 산업자원부의「외국인 투자동향」
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에 대한 FDI
는 <표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매년 10억달러를 초과하였으
며 2005년에는 39억 2,000만달러에 이르러 총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2005.1.19일부터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을 통합한 증권선물거래소가 새로이 출범하였
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증권시장본부, 선물시장본부, 경영지원본부, 시장
감시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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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비중 추이

(억원, 만주, %)

시가총액

구분
전체(A)

외국인(B)

주식수
B/A

전체(A)

외국인(B)

B/A

2000

1,880,414

565,585

30.08

1,963,866

273,107

13.91

2001

2,558,500

936,982

36.62

1,957,829

286,922

14.66

2002

2,586,807

931,697

36.01

2,646,338

305,458

11.54

2003

3,553,626

1,425,341

40.01

2,366,209

425,913

18.00

2004

4,125,881

1,731,577

41.97

2,342,690

515,419

22.00

2005

6,550,746

2,602,626

39.73

2,323,574

533,493

22.96

2006

7,045,875

2,625,335

37.30

2,496,052

556,305

22.30

주 : 각 연도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33.9%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금융관련 FDI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5
년 1/4분기 동안에만 18억 4,900만달러의 FDI가 금융보험업에 이루어져 총투
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9.2%에 이르고 있다.
금융산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은행산업의 경우 미국계 사모주식투자펀드인
뉴브리지캐피탈, 칼라일펀드, 론스타펀드가 각각 제일은행(1999), 한미은행
표2

금융보험업에 대한 FDI 추이

(백만달러, %)

신고금액

구분
전체(A)

금융보험업(B)

B/A

2000

15,217

1,916

12.6

2001

11,292

1,769

15.7

2002

9,101

1,023

11.2

2003

6,469

1,650

25.5

2004

12,786

3,221

25.2

2005

11,563

3,920

33.9

2006

11,236

3,021

26.9

자료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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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외환은행(2003) 등의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
업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고 최근에는 외국계 대형은행인 시티은행과 스탠다
드차타드은행이 한미은행(2004)과 제일은행(2005)의 경영권을 재인수함으로써
국내외 자본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1999년 46개에 이르렀던 외
국은행 국내지점의 수는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2005.12월말 기준으
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아메리칸엑스프레스, 제이피모건체이스, 플릿내셔널,
캘리포니아유니온, 뉴욕, 와코비아, 스테이트스트리트, 홍콩상하이 등의 37개
의 외은지점이 영업활동을 국내에서 하고 있다.
2004.10월말 현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 외환, 한국시티은행과 외은지점
등으로 구성된 외국계 은행의 총자산은 <표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약
270조원으로 전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 수준이다. 또한 외국
계 은행의 예수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17.3%인데 이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
일·외환·한국시티 은행과 외은지점이 각각 15.8%와 1.5%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금 기준으로는 15.0%이며 3개 외국계 은행과 외은지점이 각각 13.6%와
1.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지배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
표3

구분

외국계 은행의 은행산업 시장점유율 추이(총자산 평잔기준)
외은지점(A)

제일·외환·한국
시티은행(B)

외국계은행
(A+B)
금액(조원)

비중(%)

은행산업
총계

금액(조원)

비중(%)

금액(조원)

비중(%)

1997

34

4.2

–

0.0

34

4.2

812

1998

41

5.0

–

0.0

41

5.0

825

1999

36

4.4

36

4.4

72

8.8

812

2000

48

5.5

40

4.6

87

10.2

860

2001

58

6.8

27

3.2

85

10.0

854

2002

64

6.3

30

3.0

94

9.3

1,008

2003

79

6.7

103

8.8

181

15.5

1,169

2004

89

7.2

181

14.6

270

21.8

1,240

주 : 1) 외국계 은행 : 제일(1999년 이후), 외환(2003년 이후), 한국시티(2004년 이후)
주 : 2) 2004년은 10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액(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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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지분 추이
2001

(%)

2002

2003

2004

2005

2006

우리은행

–

0.69

4.51

11.58

11.44

9.52

하나은행

–

28.71

37.15

68.31

78.15

80.20

외환은행

34.13

27.85

71.00

72.00

74.15

77.05

신한은행

48.62

48.97

40.38

62.88

57.05

58.89

제일은행

50.99

50.99

48.56

48.56

56.51

39.68

국민은행

71.11

70.23

73.56

77.20

85.43

82.70

대구은행

3.77

20.13

31.43

55.82

57.76

65.71

부산은행

10.64

12.04

38.46

59.15

60.11

56.09

전북은행

0.05

0.10

0.44

12.09

28.96

28.10

제주은행

0.00

0.00

0.01

0.05

0.12

0.11

주 : 1)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 추이임.
주 : 2) 하나은행은 2005년 이후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 추이임.
주 : 3) 제일은행은 2005년 이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변경됨.
주 : 4) 각 연도 12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는 대부분 남미와 동유럽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표 4>는 국내 시중
및 지방은행에 대한 외국인지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량 국내은행인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외국인지분이 2006년말 현재 80%를 초과하고
있다. 2004.9월말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중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비율이 47.9%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산업의 경우도 외국자본의 유입이 증대하고 있는데 브릿지, 메리츠,
KGI, 서울, 한누리 등이 외국 사모주식투자펀드에 인수되었으며 현재 외국
증권회사 지점으로는 골드만삭스, 노무라, 메릴린치, 모간스탠리, 유비에스증
권 등의 지점이 있다. 2004년 2/4분기 19개 외국 증권회사의 지점 및 현지법
인의 주식 위탁약정 점유율은 19.4%로 2003년 2/4분기의 11%에 비해 8.4%포
인트나 상승한 반면 국내 증권사중 5개 대형 증권사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에 6.7%포인트나 하락하였다. 특히 외국 증권회사가 외국인의 위
탁약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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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국내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지분 추이

203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교보증권

0.032

3.61

0.00

0.72

0.70

0.42

대신증권

9.73

33.77

26.49

36.23

26.27

37.44

대우증권

8.80

7.77

3.48

8.07

9.59

7.24

신영증권

25.60

27.45

28.02

28.29

0.16

30.58

서울증권

47.94

55.82

45.41

52.51

65.64

18.33

한양증권

0.14

0.02

0.09

0.87

0.81

9.18

메리츠증권

26.17

32.18

26.75

27.98

27.20

2.39

우리투자증권

5.28

9.18

6.76

16.29

13.14

11.53

부국증권

0.14

0.14

0.61

0.85

1.88

2.15

브릿지증권

73.91

45.53

48.11

73.38

81.13

0.77

하나증권

0.15

1.86

0.87

1.32

–

–

현대증권

8.68

21.53

8.10

17.39

7.21

7.67

신흥증권

9.87

5.15

6.49

1.08

1.23

15.20

유화증권

3.27

3.22

3.61

1.30

2.94

2.77

SK증권

10.57

7.80

0.49

2.18

1.97

1.71

NH투자증권

0.09

0.18

0.09

0.75

0.31

0.67

삼성증권

22.48

38.33

23.61

23.73

29.49

29.98

동부증권

0.50

0.00

0.05

0.67

0.27

1.77

주 : 1) 각 연도 3월말 기준
주 : 2) LG투자증권이 2005년 이후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됨.
주 : 3) 세종증권이 2006년 이후 NH투자증권으로 변경됨.
자료 : 금융감독원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 증권회사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편 <표 5>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
는데 은행에 비해 외국인지분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회사 또는 연도별로 지
분 변동이 큰 편이다.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합작생보사로 동양생명, ING생명, SH&C생명, 하나
생명 등이 있으며 외국생보사로는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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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뉴욕생명,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아메리카생명, 카디프생명 등이
있다. 2004년 2/4분기 외국생보사의 수입보험료 비중은 17.4%로 2003년도 2/4
분기의 14.0%보다 크게 상승하였는데 특히 변액보험과 생존보험의 경우
2003년 2/4분기에 그 비중이 각각 9.9%와 15.3%에서 2004년 2/4분기에는
36.8%와 26.1%로 높아졌다. 이는 국내 대형사들이 수익성을 추구한 반면 외
국사들은 방카슈랑스 등 새로운 보험모집채널을 적극 이용한데 기인한다.
초회보험료의 경우 2004.4월부터 12월까지의 생보사 전체 성장률이 8.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외국사의 경우에는 39.2%의 높은 성장을 이
룩하였다.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일반손해보험사로 AHA, ACE화재, RSA, 페
더럴, 미쓰이스미토모, 외국전업손해보험사는 쾰른재보험, 스위스재보험, 뮌
헨재보험, 퍼스트아메리칸, 임플로이어스재보험, 동경해상, 스코리인슈어런스
등이 있는데 외국사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2003년 2/4분기에 그 비중이 0.2%에서 2004년 2/4분기에는 0.4%로 높아졌다.
표6

손해보험사에 대한 외국인지분 추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메리츠화재

5.63

14.69

13.34

37.68

40.86

34.97

한화손해보험

0.35

0.17

0.03

0.14

0.18

0.76

대한화재

0.01

0.00

0.00

0.17

0.14

0.38

흥국쌍용화재

0.02

0.48

1.28

1.88

1.37

0.94

제일화재

2.59

1.45

0.47

0.54

0.70

7.44

삼성화재

35.67

52.99

51.62

59.53

61.04

54.01

현대해상

8.48

15.09

29.23

47.98

42.55

14.95

LIG손해보험

6.46

4.30

4.89

25.22

27.62

15.07

동부화재

1.02

2.39

6.45

27.23

30.22

19.57

코리안리

8.86

14.76

19.70

42.65

45.00

48.84

주 : 1) 각 연도 3월말 기준
주 : 2) 동양화재가 2005년 이후 메리츠화재로 변경됨.
주 : 3) 신동화재가 2007년 이후 한화손해보험으로 변경됨.
주 : 4) 쌍용화재가 2006년 이후 흥국쌍용화재로 변경됨.
주 : 5) LG화재는 2006년 이후 LIG손해보험으로 변경됨.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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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0.2%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표 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내손보사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는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외국인지분이 50% 이상인 외국
계 자산운용사로 템플턴(100%), 슈로더(100%), 도이치(100%), PCA(100%), 푸
르덴셜(99%), 세이에셋(96%), 랜드마크(93%), 맥쿼리(73%), 하나알리안츠(50%)
등이 있는데 이들의 총 수탁고는 30.2조원으로 자산운용사 전체에서 차지하
는 외국계 비중이 17.7%에 이른다. 그러나 2003년 9월말에 비해서는 오히려
1.2%포인트 하락하였다.

III. 금융 FDI의 역할과 문제점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와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허브나 역외 금융허브보
다는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특화 금융허브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금융인프라의 선진화와 국
내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금융관련 FDI가
어떻게 국내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금융관련 FDI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금융 FDI의 역할
가. 수익성 위주 경영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과거 국내은행들은 지점별 수신고는 매일 집계하는 반면 손익계정은 월 1
회 작성하는 등 주로 수익성보다는 수신고 증대에 주력하여 왔다. 또한 국
내은행은 과거 경영권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금융 등 공익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들은 주
주이익과 고객이익의 극대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신고 증대보다
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경영의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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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지니고 있는 대형 외국은행들이 국내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비용절
감과 수익증대를 추구하는 경우 국내은행들도 은행산업으로부터 퇴출되지
않기 위해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나. 선진금융기법 및 금융상품 도입
금융관련 FDI를 통해 선진화된 기업평가 또는 신용평가방법 등을 도입함
으로써 대출에 따른 손실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스크관리기법에
의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또한
당국의 규제 등으로 과거에는 신상품개발에 소극적이었으나 외국계 은행들
이 들어오는 경우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
되거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2) 선진국 투자은행들이 국내에 진출함에 따라
국내 증권회사들의 경우에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의 단순 위탁
매매나 인수주선업무를 넘어서 기업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자문 또는 직접
참여를 통해 높은 수익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보험산
업에서도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진출함으로써 방카슈랑스, CM, TM 등의 새
로운 모집채널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 등이 등장하고 있다.

다. 금융서비스의 질 개선 및 금융전문가 양성
외국금융자본의 진입으로 예금 및 대출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간에 경쟁
이 치열해지고 선진 금융기법과 새로운 상품 등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서비
스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 한 예로 과거 국내은행들은 개인금융(private
banking)에 취약하였으나 외국계 은행의 진출로 인해 외국의 발달한 개인
금융 기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국내 우량고객들
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은행들은 과거 창구업무와 관리업무
를 순환보직하게 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거나 전반적인 업
무에 능한 일반 관리자의 양성에 주력하였으나 외국 금융자본의 진출로 경
2) 한 예로 최근 국민, 신한 등 국내은행들이 해외펀드나 기업현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 CMS) 분야에서 외국계 은행들을 맹추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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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격화되고 선진 금융기법과 새로운 상품 등이 등장함에 따라 전문지식
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라. 대외신인도 제고
대형화된 국제금융자본이 들어옴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와 선진화
가 혁신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
입금리가 떨어진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등이 유치되어 금융허브로
발전하는 경우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
도 국내증시에 상장하여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은행중심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을 동시에 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국내은행들은 과거에 주로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반면 외국은행 국
내지점들은 예금보다는 자기자본, 본지점 차입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
금을 조달함에 따라 외은지점들이 국내은행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
달하였다. 향후 외국계 대형은행의 진입은 이들 은행들이 국내은행보다 더
많은 국제 네트워크와의 경험을 통해 자금유입경로를 더욱 다양화하여 금융
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외국
계 은행들의 다원화된 자금조달경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유입규모를 또한
크게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국 금융자본은 금융자
산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함으
로써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금융시스템
의 안정에 일조를 할 것이다.
외국계 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 또는 본점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 경기나 자금사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 자금수요
자들에게 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자산
수익률의 변동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현지국에서의 자금운용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외국계 대형은행의 경우 적자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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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정리할 때 국제적인 평판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쇄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외국계 은행들
의 행태는 1990년대 여러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이들 은행들을 통해 자국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만약 금융위기시 예금자가 국내은행에서 해외로 자금을 빼돌
리기보다는 외은지점으로 자금을 이전시키는 경우 또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바. 금융감독체제의 선진화
외국계 금융기관이 도입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감독당국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이 향상되고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능력이 제고된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은 건전성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융감독과 건전성 규제가 강
화되고 본국 감독당국의 선진화된 금융감독 체계 및 기법이 도입된다. 또한
외국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상품과 국제적인 영업망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결기준 감독 능력이 향상되고 금융감독기관간의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 금융기관의 경영투명화 및 회계제도 개선 등 금융인프라 선진화
국내은행들은 과거 외형 실적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심사부문의 여신심사가
실질적인 심사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외국은행들은 대출심
사과정이 투명할 뿐만 아니라 영업부문과 심사부문, 또는 자산운용부문과
리스크관리부문을 상호 견제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은행의 경우 경영권의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주주의 이익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외국은행이 진입하는 경우 은
행경영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지리라 본다. 또한 금융산업에 대한 FDI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선진 외국 금융기관들이 자국의 선진화된 회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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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실여신축소 및 신용평가시스템의 발전
과거 국내은행들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 신용대
출보다는 담보대출에 더 치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및 시장 리스크 관
리능력의 부재로 많은 부실여신을 안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심사
역 제도가 있으나 심사역의 전문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간섭이
나 정치적인 압력 등으로 심사역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심사역이 실질
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반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들은 금융시장의 정
보비대칭성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내은행과 비교해 볼 때 담보대
출보다는 신용대출의 비중이 더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여신비율은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대형화된 외국계 은행의 진출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경우 신용평가시스템은 더욱 발전되고 부실여신은 더 축소될 것
이다.

자.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은 국내에 자본유입을 촉진시킴으로써 부실화된 금융
기관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일조를 한다. 또한
멕시코나 베네수엘라와 같이 은행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외국은행의 진
입은 은행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은행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
편으로 이용된다. 금융·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축적한 전문지식
과 기술을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금융구조조정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 국제자본시장과의 통합 증대
외국 금융자본이 국내에 진출하여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활성화시키는 경우 국
내 자본시장이 국제 자본시장으로 신속히 통합되어 금융허브로 발전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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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진다. 향후 산업발전전략이 과거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IT를 포함한 신기술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산
업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성장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세계적인 기업금융시장으로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논의된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에 대한 FDI의 긍정적인 역할
을 간단히 요약하면 금융산업에 대한 FDI는 개도국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은 금
융산업에 대한 FDI를 통해 선진금융기법과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함으로
써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을 선진화시킨다. 또한 금융산업에
대한 FDI는 건전한 대출관행을 확산시키고 금융기관의 경영을 투명화함으
로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 또한 투자유치국의 감독 및 법체
계의 개선을 통해 금융감독체제를 선진화시키고 개도국 금융시스템의 안정
성을 제고시키며 국제 자본시장과의 통합을 증대시킨다. 즉 금융관련 FDI는
금융시장을 선진화시키고 금융거래를 국제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역금
융허브,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2. 금융 FDI의 문제점
가. 금융산업의 집중도 증가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은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격화시킨다. 따라
서 국내 금융기관이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은 대형 우량 외국 금융기관과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대형화를 추진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특히 증권산업의 경우 국내 대형 5개사의 규모를 외국
유수의 투자은행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작기 때문에 향후 동북아 금
융허브의 선도산업인 투자은행으로 발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수 및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시장
집중도가 상승할수록 금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출이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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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투자를 저해하고 성장을 낮춰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나. 금융기관간 경쟁격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자국금융기관의 경쟁력
붕괴
국내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진입하는 경
우 외국계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영업비용이 낮고 저금리로 국제금융시장
에서 자본을 차입해 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 국내금융기관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국
금융기관을 파산시키게 된다.3)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외국 금융
기관의 진출이 더 적극적으로 허용되고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차별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 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다. 금융기관간 경쟁격화로 고수익·고위험 투자자산의 증대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로 자금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수익을 내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며
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높은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다. 특히 외국계 금융
기관들은 현지국에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국내 금융기관들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자산
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의 7대 추진과제중
의 하나인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 자산운용사를 적극적으로 유치
하는 경우 이 현상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라. 수익성 위주의 대기업 대출시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위축
과거 국내 금융기관들은 수익성보다는 외형위주의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3) 한 예로 2005.3월에 한국시티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를 연 5.2%에서 연 4.9%로 낮추기 시
작하면서 대출금리를 낮추고 특판 예금상품을 중심으로 예금금리를 올리는 은행간 금리전쟁이 격
화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해 5월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은
행들에게 과도한 금리인하경쟁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2005년 1/4분기 은행경영실적
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212 제 1 부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역할
공공성이나 정책적 고려 등에 의해 대출을 해왔다. 반면 국내에 진출한 경
쟁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의 공공성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고
외형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영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들도 엄격한 대출심사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정보의 비대칭
성이 낮은 대기업과 같은 우량고객에 대출을 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소
기업 또는 서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된다.4) 반면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
고 등은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부실경영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동북아 금융허브의 추진전략으로 금융업종간의
균형발전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선도금융부문의 주도로 발전을 추구하
는 경우 서민금융기관들이 도태될 가능성은 증가한다.

마. 높은 배당과 시세차익을 통한 국부 유출
이미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계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우량 시
중은행들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주식투자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외국인 지분이 확대됨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증대한다. 특히 외국투자자가 단기에 고수익을
내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높은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투자
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박현수(2004)는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할수록 고배당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5) 단적인 예로
써 소로스가 대주주인 서울증권과 파마가 대주주인 메리츠증권의 경우 당기
순이익의 2배에서 15배에 이르는 배당을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다. 그 밖에
브릿지증권이나 JP모건 컨소시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외국
계 금융기관들은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을 회수해 가고 있다. 특히 브릿지증
권의 최대주주인 BIH펀드는 2002년 이후 4차례의 유상감자를 통해 1800억
4) 제일은행의 경우 기업 및 가계대출이 전체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에 각각 72%와
21%이었으나 2004년 3/4분기엔 그 비중이 30%와 68%로 역전되었으며 가계대출의 90% 이상이 주택
담보대출이었다. 뉴브리지캐피탈로부터 제일은행을 재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닌 주택담보대출, 프라이빗뱅킹, 신용카드 등 소매금융분야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 반면 김재철(2004)은 외국인 주식보유비율과 배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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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자금을 회수하였다.6) 외국금융자본의 진출이 시중은행에서 금융허브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투자은행으로 전환되고 국내 증권사가 투자은행으로
발전되는 경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높은 배당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 국내경영환경 악화시 철수 위험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고 단기 수익성 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확충하기 보다는 차입을 통한 단기 투자 등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국내 경영여건이 악화될 경우 철
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형 외국은행들은 국제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차
원에서 자금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현지국 금융산
업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외국 자산운용사의 경우도 한국투자공사
의 보유자산을 위탁시켜 고용을 의무화하고 상업적 주재를 확보한다고 하나
투자의 수익성이 낮고 위험이 큰 경우 외국은행보다 더 빨리 철수할 가능성
이 높다.

사. 외국계 금융기관보유 기업정보 유출 우려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대출 또는 주식투자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대한 경
영간섭과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주주 권한
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또한 대출자금의 부실화를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채무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영계획이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
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들을 동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에 유
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한 예로 부실자산매입펀드(vulture
fund)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에 관한 정보를 이용
해 동아건설의 파산채권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행태는 구조조정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시장으로 활성화시키기
6)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5.27일 정례회의에서 투자자금회수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
을 일으켜 왔던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간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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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혼란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아. 인수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법인 폐쇄시 해외자금조달 창구의 상실
외국 금융기관은 본국의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경
우 인수된 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법인을 폐쇄함으로써 해외자금조달 창구를
상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은행
의 대주주는 지배구조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론스타는 이 법의 적용
을 막기 위해 외환은행의 미국 지점을 폐쇄하였다. 이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추진과제중의 하나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
을 저하시킨다.

자. 정부정책에 대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협조 곤란
대형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본사의 세계 경영전략에 따라 국내 영업활동
및 포트폴리오 투자를 전개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오히
려 이들 손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장기보다는 단기 수익성에 치중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금융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할 유인이 적으므로 정부정
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3단계 추진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은 외국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차. 국제적인 건전성 감독 및 규율체제의 미비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전
성 증가
일부 대형 외국금융기관의 경우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용하거나 영업조
직을 복잡하게 운영함으로써 교묘하게 건전성 감독을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도산한 BCCI의 경우 룩셈부르크에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2대 자회사를 케이먼군도와 룩셈부르크에 둔 반면 영업은 98% 이
상이 런던지점을 중심으로 70여개국에 소재한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룩셈부르크 본국 감독당국과 영국 현지 감독당국의 종합적인 감독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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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많은 외국금융기관들이 지주회사그룹에 속해 있
기 때문에 소속회사간에 자산이나 자본 또는 부채 포지션을 이전시켜 금융
기관의 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을 왜곡시킴으로써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허브의 추진전략으로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자금운용이 활성
화되고 파생상품시장이 선도시장으로 발전되는 경우 건전성 감독과 규제는
회계 또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더욱 어려워진다.

카. 투기적 목적을 가진 투자펀드 진입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훼손
투기적 목적을 가진 일부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가 국내금융기관을 인수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감원이나 유상감자 또는 고율배
당 등을 통해 단기 이윤 극대화에 치중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훼
손된다. 또한 위험회피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또는 서민에 대한 대
출을 위축시킨다. 향후 투기적 목적을 가진 외국자본은 제도적 또는 정서적
인 요인 등으로 은행업보다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업종인 자산운용업 등
에 더 쉽게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외국의 금융위기를 현지국으로 전달시키는 전염경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발트해 국가의 경우처럼 외국계
은행은 선진국 시장에서의 금융혼란을 신흥시장으로 전달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즉 본국에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본국의 경기침체 등과
같은 교란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는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들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가져온다. 금융허브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수록 외국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파. 상장폐지시 시장규율 및 자본시장발전 저해
시티그룹과 같은 대부분의 세계적인 금융지주회사들은 자회사를 상장시키
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시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을 각각 인수한 후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상장을 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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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현지국 예금자나 투자자들이 은행관련 경영정보를 수
시로 얻을 수 없다. 또한 은행의 영업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통한 규율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자본시장 발전이 저해된다. 뿐
만 아니라 외국은행의 경영실태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허브로 발전하
기 위해 필요한 선진은행의 경영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 국내 금융주권 상실
자본시장보다는 은행이 중심이 된 국내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국내은행의
신규진입이 억제되고 은행산업이 전적으로 외국에 의하여 통제되면 국내 금
융자본의 육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이는 국내 금융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7)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호주계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라
틴아메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는 각각 스페인계 은행과 프랑스계 은행에 의
해 은행산업이 통제되기 때문에 현지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2차 감독자로 전락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외국금융자본
의 진출이 영국의 경우와 달리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
는 투자은행업 중심이 아니라 멕시코의 경우와 같이 국내 소매금융시장을
잠식하는 은행업 위주로 이루어져 국내 금융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
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금융산업에 대한 FDI의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FDI를 통한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는 금융산업의 집중도를 높이며
수익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방식은
중소기업이나 지역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며 특히 단기적인 수익극대
화를 위해 무리한 경영시도를 하거나 투기적 자본의 유출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시킨다. FDI를 통한 금융거래는 거래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감
독기준의 국가간 차이, 상이한 회계기준, 국내외 감독기관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 등으로 실효성 있는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외국자본의 국내
7) 자국의 산업주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들도 국가안보와 같
은 포괄적인 개념을 통해 자국의 주요산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자본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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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은 국내 기업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당국의
영향력을 저하시킨다. 특히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한 후 상
장을 폐지하는 경우 시장규율기능이 저해되고 개도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저
해된다. 또한 외국자본의 유입은 국내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국
내 금융자본 육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주에게로의 수익을 이전
시킴에 따라 국내 금융주권이 상실되고 국부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IV. 사례연구
여기서는 외국의 금융자본을 받아들임으로써 글로벌 금융허브로 발전한
영국의 경우와 함께 특화 금융허브로 발전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를 살
펴보고자 한다. 한편 외국은행이 대부분의 주요 국내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국내 금융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가는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와
동유럽국가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1. 영국
영국은 1980년대 금융 빅뱅을 통해 외국 금융자본을 대거 받아들임으로써
세계 제1위의 외환시장과 제2위의 주식시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1986년 금융서비스업법(Financial Services Act)의 제정을 통해 분업주의를
포기하고 은행의 증권업 진출을 허용하여 겸업화를 유도하고 증권회사의 소
유제한을 폐지하였다. 베어링 등 오랜 전통의 투자은행들이 외국 금융자본에
의해 M&A되고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영국에
진출함에 따라 외국계 은행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
이 영국의 금융산업은 FDI를 통해 새로운 금융기법과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외국 금융자본의 진출은 영국의 고용을 창출하고 대외수지개선에
기여하여 영국을 세계 최대의 금융 순수출국으로 발전시켰다(박덕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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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콩
홍콩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외국은행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자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는 4번째, 아시아지역에서는 2번째로 큰 국제국융센터로 발전하였다. 홍콩은
경제적 자유와 더불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또는 규제가 투명하고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또
한 통신 및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세율 또는 예금보험료 등
규제비용이 낮다. 그 밖에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빠른 경제성장과
각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자유화됨에 따라 2002년말 기준으로 세계 100
대 은행중 73개 은행이 홍콩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은행이 차지
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있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크기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최근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상해가 새로운 국제금융센터로 부상됨에 따라
아시아지역에서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홍콩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는 듯하다
(장동구·전승철 2004).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60년대 후반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
로 런던의 역외금융시장인 Euro-Currency Market을 벤치마킹한 Asian
Dollar Market을 출범시켰다. 1979년에는 Asian Dollar Market에 특화된
역외은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84년에는 SIMEX(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가 아시아 최초로 설립되었다. 싱가포르는 홍콩과 마
찬가지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동남아시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등 각종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합치하
고 서구문화에 개방적인 풍토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민의 영어구사력이 높
으며 싱가포르항과 창이공항 등과 같은 교통 및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싱가포르는 이와 같은 장점과 건실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홍콩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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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국제 상업금융
기관들의 지역본부가 소재하는 아시아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였다. 즉 국내
금융부문과 국제 금융부문을 분리하여 국제 금융부문에 대한 조세부담이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선진 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국내 산업기
반이 취약하고 국내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중국의 부상과 함께 홍
콩과 마찬가지로 그 지위가 위협 받고 있다(장동구·전승철 2004).

4. 멕시코
멕시코는 지난 1920년 혁명 이후 일당지배가 계속된 수 십년 동안 대통령
선거 시기와 맞물려 금융혼란과 페소화 폭락을 경험하여 왔다. 멕시코는 전
통적으로 외국자본의 도입과 물가상승 억제의 필요성 때문에 페소화가 과대
평가되어 왔는데 1976년에는 기업인들이 정부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
해 해외로 자산을 도피시킴으로써 페소화가 절하되었다. 1982년에는 유가폭
락으로 석유산업 주도의 발전전략이 붕괴됨으로써 채무지불정지를 선언하고
신용도 제로의 국가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세계 외채파동을 일으켰
다. 1982년 멕시코는 60개 시중은행을 국유화하고 이후 이를 18개로 통폐합
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외국계 은행이 본격적으
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살리나스 대통령의 개방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유입을 위해 페소화를 인위적으로 과대평가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가 누적되고 1993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고금리정책으로 외국자본이 다
시 빠져 나가기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후보 암살사건과 농민반란 등으로 정
치불안이 고조되자 페소화 투매사태가 벌어져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95.2월 NAFTA 회원국 은행들에게만 멕시코 은행의 인수를 허용하였
으나 1998년 이후 과도한 공적자금부담 등으로 대형은행들도 해외에 매각하
기 시작하였다. 2003년말 현재 멕시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83%에 이르
며 멕시코 6대 은행중 Banorte 은행만이 유일한 멕시코자본 은행이다. 외국
은행의 멕시코 진출은 멕시코 은행의 자본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여 외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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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멕시코 은행의 건전성이 향상되었으나 이들 외국계 은행들은 고용인력을
감축하고 수익성이 높은 소매금융시장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상장을 폐지함
에 따라 투명성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박덕배 2004).

5. 기타 국가
대다수 남미 및 동유럽국가들의 경우 외국은행들이 은행 총자산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남미국가들의 경우 스페인계 외국은행들의 진출이
두드러지며 동유럽국들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등 EU국가들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동유럽국가들의 경
우 체제전환 이후 정부소유 은행을 선진 외국은행에 매각하였는데 예를 들
면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은 매각을 통해 부실대출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였
다(Hawkins and Mihaljek 2001). 남미국가중 칠레의 경우는 금융감독당국
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체체하에서 국내은행의 경쟁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과 비교해 볼 때 ROE나 부실여신비율 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IMF 2000). 그러나 아르헨티나나 콜롬비아의 경우는 외국계 은행
이 기업대출이나 모기지 등 수익성이 높은 부문만을 취급함으로써 국내은행
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국내 은행자산의 질이 떨어졌다(Clarke et al.
1999, Barajas et al. 1999). 남미국가들의 경우 스페인계 은행의 점유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현지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로 2002년 BBVA라는 스페인계 은행은 아르헨티나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브라질에 있는 자회사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가 있다(Cardenas
et al. 2004). 뉴질랜드의 경우 5대 은행중 4개 은행의 모국이 호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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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실증분석
여기서는 먼저 금융관련 FDI가 국내금융시장을 선진화시키고 발전시켰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
계 금융자본의 진출이 국내금융기관의 주요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관관계분석과 표본평균의 차이 검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기존연구
FDI는 개도국 은행산업의 집중도를 상승시킨다고 한다(예: Cardenas et
al. 2004). 집중도의 상승은 은행산업을 독과점화시켜 사회후생을 하락시킨
다. 그러나 Bonaccorsi and Dell’Ariccia(2001)는 이탈리아의 사례분석을 통
해 은행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면 철저한 대출심사를 통해 정보 불투명성으
로 그 동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던 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여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병윤(2004)은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외환위기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Goldberg et al.(2000)은 1990년대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브라질의 외
환위기시 외국계 은행의 대출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 않아 금융·외환위기의
충격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Claessens et al.(1998), Levine
(1996, 2000) 등은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현지 개도국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Claessens
et al.(1998)은 80개국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은행의 진출이
국내은행들의 효율성을 높여 총비용을 감소시키는 반면 은행간 경쟁이 심화
됨에 따라 국내은행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Denizer(1999)는 터키 은행산업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주
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분석한 Clarke et al.(1999)에 따르면 기
업대출이나 모기지 등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많이 이루어졌던 부문에서 국
내은행의 수익이 크게 감소한 반면 그렇지 못한 소비자대출 부문에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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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콜롬비아의 경우를 분석
한 Barajas et al.(1999)은 외국계 은행의 진출로 우량고객들이 외국계 은행
으로 몰리는 반면 국내은행 대출자산의 질은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Mathieson and Roldos(2001)에 따르면 은행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는 은행의 소유여부가 아니라 건전성이기 때문에 외국은행의 진출이 신흥개
도국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용위험을 줄인다는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병윤(2002)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총대출 평잔을 각 시중은행의 대출
평잔으로 나눈 값을 외국은행의 국내진출 변수로 사용하여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이 국내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은 국내은행들의 총자산이익률(ROA)이나 자기자본이
익률(ROE)과 같은 수익성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은행간
의 경쟁이 촉진되어 국내은행들의 경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한
국은행(2005)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외국계 은행의 진
입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외국계 은행자산을 전체 은행자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여 외국계 은행의 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은행의 진입은 국
내은행의 대기업 대출비중을 낮추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영
업비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수익성, 자산건전
성, 그리고 성장성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 밖에 Jeon
and Miller(2004)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국에서의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2.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외국계 금융자본의 진출
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국내 금융기관의 주요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있고 변수간에
내생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외국인 지분상승
과 금융기관의 주요지표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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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먼저 <표 4>부터 <표 6>에 나타나 있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은행, 증
권, 보험 등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지분 추이와 이들 기관들의 자본적
정성, 여신건전성, 자산구성, 수익성, 유동성, 생산성 등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해 본다. 이들 금융기관들의 주요지표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사용한다. <표 7>은 은행 주요지표와 외국인 지분간의 상관계수 추
정치를 보여준다. 시중은행으로는 외국인지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은
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국민은행,
지방은행으로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 고려된다.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사용되고 있는데
외국인지분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중
은행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못
한 반면 지방은행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5% 수준에서 유
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부터 2005년 이전까지의 자료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외국인들이 불량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초기에 외국인지분과 자기자본
비율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더욱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안의 값은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여신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고정이하비율도 외
국인지분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유형별 대출채권을 살펴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모두 고려한
경우 기업대출비중과 외국인지분간의 상관계수는 －0.518로 높은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가계대출비중과 외국인지분간의 상관계수는 0.545
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결과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시
하는 외국계 금융자본의 진출이 기업대출을 감소시킨다는 우려가 사실일 가
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외국자본 유입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에 기인한 부실채권을 줄이려는 은행의 전반
적인 노력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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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은행 주요지표와 외국인 지분간의 상관계수 추정
상관계수
시중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

자본적정성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0.173***
(0.161)***

0.249***
(0.116)***

여신건전성

고정이하비율

-0.068***
(0.183)***

-0.172***
(0.145)***

기업대출/총대출

-0.344***
(0.205)***

-0.518***
(0.165)***

가계대출/총대출

0.383***
(0.139)***

0.545***
(0.090)***

부동산담보대출/총대출

0.140***
(0.164)***

0.162***
(0.122)***

총자산이익률(ROA)

-0.023***
(0.179)***

0.225***
(0.118)***

자기자본이익률(ROE)

-0.113***
(0.187)***

0.144***
(0.124)***

원화예대금리차

0.344***
(0.143)***

-0.125***
(0.142)***

원화유동성비율
(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

-0.356***
(0.206)***

-0.152***
(0.143)***

업무용고정자산 비율
(업무용고정자산/자기자본)

-0.265***
(0.199)***

-0.544***
(0.166)***

직원1인당 총자산

0.164***
(0.173)***

0.570***
(0.095)***

직원1인당 예수금

0.122***
(0.177)***

0.557***
(0.096)***

직원1인당 대출금

0.169***
(0.172)***

0.547***
(0.097)***

점포당 총자산

0.194***
(0.170)***

0.565***
(0.095)***

점포당 예수금

0.129***
(0.176)***

0.541***
(0.098)***

점포당 대출금

0.191***
(0.170)***

0.556***
(0.096)***

유형별
대출채권

수익성

유동성

생산성

주 : 1) ( ) 안의 값은 표준오차
주 :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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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외국인지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시중은
행의 경우 외국인지분과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원화예
대금리차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화예대금리차만 통계적
으로 유의적이다. 그러나 지방은행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유동성을 나타내는 원화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과 업무용고정
자산비율(업무용고정자산/자기자본)은 외국인지분과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시중은행만 고려한 원화유동성비율과 시중은행과 지방은
행을 모두 고려한 업무용고정자산비율은 외국인지분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지표로 먼저 직원 일인당 총자산, 예수금, 대출금을 살펴보면 모두
외국인지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특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모두
고려한 경우는 상관관계가 높고 1%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
로 나타나 생산성과 외국인지분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점포당 총자산, 예수금, 대출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지분과 높
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외국인지분과 생산성 또는 가계대출비중은 같은 방향으

표8

증권회사 주요지표와 외국인 지분간의 상관계수 추정
상관계수

자본적정성

영업용순자본비율

-0.043*
(0.100)*

유동성

순유동자산비율

-0.023*
(0.099)*

총자산이익률(ROA)

-0.125*
(0.104)*

자기자본이익률(ROE)

-0.255*
(0.136)*

수익성

주 : 1) ( ) 안의 값은 표준오차
주 : 2) *는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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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손해보험사 주요지표와 외국인 지분간의 상관계수 추정
상관계수

자산건전성비율

고정이하비율

-0.440***
(0.158)**

수익성

총자산이익률

-0.143**
(0.140)**

유동성

-0.166**
(0.142)**

유동성비율
(유동성자산/평균지급보험금)

-0.193**
(0.177)**

운용자산이익률

주 : 1) ( ) 안의 값은 표준오차
주 : 2) ***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로 움직이는 반면 업무용고정자산비율 또는 기업대출비중과는 반대방향으로
변화하며 이 결과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 더욱 통계
적으로 유의적이다. 외국인지분과 자본적정성, 여신건전성, 수익성과는 상관
관계가 부분적으로 유의적이며 분석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표 8>은 증권회사 주요지표와 외국인지분간의 상관계수 추정치를 보여주
고 있다. 자본적정성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 유동성으로 순유동자산비율, 수
익성으로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이 사용되었으며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우만 통계
적으로 유의적이다.
<표 9>는 손해보험사 주요지표와 외국인지분간의 상관계수 추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자본건전성비율로 고정이하비율이 사용되었는데 외국인지분과
고정이하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외국인지분과 수익성은 시중은행이나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음의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다. 유동성자산을 평균지급보험금으로 나눈 유동성비율 또한
은행의 경우처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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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지표간의 차이 검정
다음은 국내금융기관과 외국계 금융기관 주요지표들이 어느 정도 다른가
를 통계적으로 검정해보기로 한다.8) 먼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외환
은행 및 한국시티은행의 3개 외국계 은행과 다른 일반은행 주요지표간의 차
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3개 외국계 은행의 각 주요지표의 평균
이 다른 시중은행 또는 일반은행의 주요지표의 평균과 차이가 있는가를 검
정해 보기로 한다. <표 10>은 검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숫자는 외국
계 은행의 평균과 다른 은행의 평균간의 차이 값을 표시하며 ( )안의 값은
귀무가설하에서 정규분포를 점근적으로 따르는 검정통계량을 나타낸다.9)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외국계은행이 더 높아 외국계은행이 국내은행보
다 자본적정성이 더 높은 반면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고정이하 비
율로 나타낸 여신건전성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대출채권을 보면 시중은행만을 고려하는
경우 기업대출비중이나 가계대출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지방은행까
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외국계 은행의 기업대출비중은 낮은 반면 가계대출비
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의 경우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
이익률(ROE)은 모두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보다 낮으며 이 차이는 시중은
행만을 고려하는 경우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유동성을 살펴보면 원화유
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과 업무용고정자산비율(업무용고정자산/자기
자본)은 외국계 은행이 국내시중은행보다 평균적으로 모두 높아 상반된 결
과를 보여준다. 반면 지방은행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
8) 두 표본평균간의 차이 검정에 사용되는 은행, 증권회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자산운용사 자료
는 모두 금융감독원 자료를 사용한다. 은행의 경우 3개의 외국계 은행, 4개의 시중은행, 4개의 지방
은행, 증권회사의 경우는 40개의 국내 증권사와 15개의 외국 증권사가 고려된다. 손해보험사로서는
15개의 국내손해보험사와 11개의 외국손해보험사, 생명보험회사로는 13개의 국내생명보험사, 4개
의 합작생명보험사, 8개의 외국생명보험사가 분석에 사용된다. 한편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36개의
국내자산운용사와 외국인지분이 50% 이상인 9개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분석대상이다.
9)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9) Vk(d)＝((1＋kn)^σ
)－1/2N11/2^d
^은 각 변수의
9) N1과 N2는 각각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 각 변수의 표본수, N＝N1＋N2, kn은 N1/N2, σ
표준편차 추정치, ^d은 두 평균 추정치간 차이 등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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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주요지표간의 차이 검정

(%, 십억원)

외국계 평균과 국내평균의 차
시중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

자본적정성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0.235***
(0.590)***

0.434***
(1.422)***

여신건전성

고정이하비율

0.367***
(0.767)***

0.308***
(0.808)***

기업대출/총대출

-0.284***
(0.090)***

-10.278***
(-2.902)***

가계대출/총대출

-0.327***
(-0.100)***

10.973***
(2.873)***

부동산담보대출/총대출

-4.526***
(-1.084)***

-2.597***
(-0.689)***

총자산이익률(ROA)

-0.338***
(-1.789)***

-0.160***
(-1.017)***

자기자본이익률(ROE)

-6.036***
(-1.977)***

-3.251***
(-1.229)***

원화예대금리차

0.060***
(0.286)***

-0.319***
(-1.713)***

원화유동성비율
(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

1.471***
(0.628)***

-1.282***
(-0.514)***

업무용고정자산비율
(업무용고정자산/자기자본)

6.579***
(1.857)***

-1.972***
(-0.519)***

직원1인당 총자산

-1.122***
(-0.994)***

2.214***
(2.090)***

직원1인당 예수금

-0.778***
(-1.392)***

0.540***
(1.074)***

직원1인당 대출금

-1.575***
(-2.743)***

0.172***
(0.337)***

점포당 총자산

-5.815***
(-0.374)***

55.457***
(2.981)***

점포당 예수금

-4.269***
(-0.490)***

24.550***
(2.469)***

점포당 대출금

-18.121***
(-2.248)***

14.657***
(1.627)***

유형별
대출채권

수익성

유동성

생산성

주：1) ( ) 안의 값은 귀무가설하에서 정규분포를 점근적으로 따르는 검정통계량
주：2)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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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와 외국 증권사의 주요지표간의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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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평균과 국내평균의 차

자본적정성

영업용순자본비율

496.520***
(8.074)***

유동성

순유동자산비율

31.098***
(8.210)***

총자산이익률(ROA)

5.485***
(5.514)***

자기자본이익률(ROE)

10.665***
(12.889)***

수익성

주：1) ( ) 안의 값은 귀무가설하에서 정규분포를 점근적으로 따르는 검정통계량
주：2) ***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났다. 생산성은 예상과 달리 외국계 은행이 국내시중은행보다 모두 낮으며
직원 일인당 대출금의 경우는 그 차이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
다. 그러나 국내은행에 지방은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반대로 나타
난다. 간단히 요약하면 수익성과 생산성의 경우 국내시중은행이 한국스탠다
드차타드제일은행, 외환은행, 한국시티은행 등의 외국계 은행보다 오히려 높
으며 자본적정성이나 여신건전성, 대출자산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은 국내 증권사와 외국 증권사 주요지표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순유동자산비율의 경우
외국 증권사 평균과 국내 증권사 평균간의 차이가 각각 496.520%와 31.098%
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에 있어서 외국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
다. 또한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우도 외국 증권
사가 각각 5.485%와 10.66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 모든 지표에서 국내 증권사가 외국 증
권사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12>는 국내손해보험사와 외국손해보험사 주요지표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산건전성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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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손보사와 외국손보사의 주요지표간의 차이 검정

(%)

외국평균과 국내평균의 차

자산건전성비율

고정이하비율

-0.089***
(0.175)***

총자산이익률

-1.317***
(-3.409)***

운용자산이익률

-0.999***
(-2.027)***

수익성

유동성

유동성비율
(유동성자산/평균지급보험금)

2418.424***
(2.085)***

주：1) ( ) 안의 값은 귀무가설하에서 정규분포를 점근적으로 따르는 검정통계량
주：2) **, ***은 각각 5%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외국손해보험사가 국내손해보험사보다 오히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자산이익률의 경우 외국평균과 국내평균 간의 차
이가 －1.317%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유동성비율(유
동성자산/평균지급보험금)의 경우는 그 차이가 2418.424%로 외국사의 유동성
이 월등히 높다. 예외적으로 큰 마이너스 값을 가진 서울보증의 2006년 유
동성비율을 제외할 경우 이 차이는 1596.462%로 줄어든다.
표 13

국내생보사와 외국계 생보사의 주요지표간의 차이 검정

(%)

외국평균과 국내평균의 차

자산건전성비율

외국사

외국사+합작사

고정이하비율

-1.057***
(-2.274)***

-0.955***
(-2.590)***

총자산이익률

-1.213***
(-2.687)***

-1.053***
(-2.738)*(**

운용자산이익률

-0.801***
(-1.593)***

-0.731***
(-1.710)***

유동성비율
(유동성자산/평균지급보험금)

361.293***
(2.481)***

652.485***
(1.840)***

수익성

유동성

주：1) ( ) 안의 값은 귀무가설하에서 정규분포를 점근적으로 따르는 검정통계량
주：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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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국내 및 외국계 자산운용사 주요 지표간의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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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평균과 국내평균의 차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수익성

단순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64.682***
(8.049)***
-3740.492***
(-3.131)***

총자산이익률

5.037***
(1.907)***

경비보상비율
(판매관리비/(영업이익+판매관리비))

63.405***
(9.826)***

주：1) ( ) 안의 값은 귀무가설하에서 정규분포를 점근적으로 따르는 검정통계량
주：2) *와 ***은 각각 10%와 1%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표시

<표 13>은 국내생명보험사와 외국생명보험사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비율은 손해보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생명보험사의 경우가 높으며 합작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1% 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국내생명보험사의 수익성
또한 외국생보사보다 모두 높으며 총자산이익률의 경우는 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적이다. 그러나 유동성의 경우는 외국생명보험사의 경우가 훨
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14>는 국내자산운용사와 외국계 자산운용사 주요지표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순자기자본비율(단순자기자본/총자
산)과 총자산이익률의 경우 외국계 평균과 국내평균의 차이가 각각 64.682%
와 5.037%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이 국내 자산운용사
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의 경우는
－3740.492%로 오히려 국내 자산운용사가 유동성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 자
산운용사의 경우 회사별, 연도별로 표준편차가 매우 크다. 경비보상비율(판
매관리비/(영업이익＋판매관리비))의 경우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두 가지 실증적 분석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외국인지분과 생산성 또는
가계대출 비중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면 유동성 또는 기업대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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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며 이 결과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같이 고려
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적이다. 시중은행만 고려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과 자본적정성 또는 여신건전성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나 예상
과 달리 외국인지분은 총자산이익률(ROA)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음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증권회사의 경우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모두 은행의 경우와 달리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손해보
험사의 경우도 자산건전성비율, 수익성, 유동성 모두 외국인지분과 음의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 외환 및 한국시티 3개의 외국계 은행과 다
른 국내은행들의 주요지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해 본 결과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의 수익성과
생산성의 경우 국내시중은행이 외국계 은행보다 오히려 높으며 자본적정성
이나 여신건전성 그리고 대출자산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증권의 경우는 은행의 경우와 달리 국내 증권사가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 모든 지표에서 외국 증권사보다 크게 열세에 있다. 한편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유동성지표에서만 외국보험사가 우수하
며 자산운용사의 경우는 단순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이익률에서 외국계 자산
운용사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VI.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
지금까지 금융관련 FDI가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국내 금
융산업의 발전과 선진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살
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지분과 주
요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금융기관 주요지표간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가를 검토하여 보았다. 지난 2003.12월 정부는「동북아 금
융허브 추진전략」
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7대 추진과제로써 선도부문으로
자산운용업 육성, 금융시장의 선진화, 동북아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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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금융규제 및 감독
시스템 혁신,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을 선정하였다. 여기서는 앞에서 논의
된 내용들과 7대 추진과제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동북아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금융 FDI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여건 조성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
융부문에 대한 FDI 환경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 CEO들은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
성, 외국계 은행지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영어 소통수준의 향상, 외환 및
정부규제 완화, 정부정책의 투명성 및 일관성, 조세부담경감 등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3).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콩과 싱가포르는 경제적 자유
와 더불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각종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합치하고 서구문
화에 개방적인 풍토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민의 영어 구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 및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동북
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사회, 문화, 경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홍콩과 싱가포르는 서로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최
근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상해가 새로운 국제금융센터로 부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기반이 튼튼하
고 금융시장도 이들 국가에 비해 클 뿐만 아니라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주변
국가에 비해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
한 기초적인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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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모주식투자펀드는 은행업보다는 구조조정시장에 진출이 바람직
사모주식투자펀드는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치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은행업 부문에 사모주식투자펀드보다는 명성 또는 평판이 있는 외국은
행을 유치하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상 바람직하다. 초기 국내 은행산업
에 대한 FDI는 뉴브리지캐피탈, 칼라힐펀드, 론스타펀드 등 사모주식투자펀
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0) 뉴브리지캐피탈이 1999년 제일은행을, 칼라힐펀
드가 2000년에 한미은행을 각각 인수하였으며 외환은행의 경우는 독일의 코
메르츠은행에서 2003년 론스타펀드로 경영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한미은행
의 경영권은 다시 2004.2월 시티은행으로 넘어갔고 제일은행의 경우는
2005.1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일반적으로 외국은행
의 위기시 모은행의 지원범위와 가능성과 관련하여 법적 및 평판상의 문제
가 제기되는데 국제적 명성이 있는 은행의 경우는 적자나 지급불능 자회사
를 처리할 때 국제적인 평판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쇄
하는 데 신중하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이런 움직임은 바람직한 측면을 가지
고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실증적인 분석결과도 사모주식투자펀드가 경영
하는 외국계 은행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다른 국내시중은행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사모주식투자펀드는 국내보다는 동북아 구조조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국내외 금융기관의 균형적 발전
은행부문의 비중이 비은행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대부분의 국내은행을 경영하는 경우 국부유출 및 금융주권을 약화시킬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 등 부실금융기관을 해외에 매각하는 경우에
10) 사모주식투자펀드는 뮤추얼펀드에 비해 감독당국의 규제와 감독이 약하고 자금운용현황이 공개
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이 낮다. 사모주식투자펀드는 기업인수펀드(buyout fund), 기업지배구조
펀드(corporate governance fund), 부실자산매입펀드(vulture fund), 벤처펀드(venture capital)
등으로 구분된다. 칼라일과 뉴브리지캐피탈 등이 기업인수펀드에 해당하며 론스타는 부실자산매
입펀드에 속한다. 한편 소버린은 기업지배구조펀드의 일종이다(전승철·윤성훈·이병창·이대
기·이현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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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내금융기관과 외국계 금융기관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금융허브 조성
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 서아프리카,
뉴질랜드 등과 같이 은행영업이 외국은행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2차 감독자로 격하된다. 특히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
우 위기관리가 모은행의 감독당국에 의존하는 등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와 감독이 어려워진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
한 동일인 지분 제한이나 개별은행에 대한 총 외국인 지분 제한 또는 이사
회 참여 외국인 비율 제한 등을 통해 투기자본을 통제하고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이
사회 구성에 외국인의 참여를 1/2 또는 1/3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금융기관 이사의 1/2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다.
한편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균형적으
로 발전시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금융기관이 카드, 모기지론, 개
인금융(private banking) 등 기존의 소매금융시장이 아니라 동북아시장 전
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금융기관 또한 국제
금융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국내자본 육성 필요
한편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
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대안은 국내사모주식투자펀드를 육성하여 시중 부동자
금을 자본화시키거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은행 민영화를 위한 펀드로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11) 또한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업을
11) 최근 증권 및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은행에서 보험이나 수익증권을 판매하듯이 증권이나 보험사들
도 제한된 은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대출업무를 제외한 예
금입출금과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할 수 있는 지급결제전담은행(narrow bank)이 허용되는 경우
국내외 자본은 물론 은행과 증권 또는 보험 등 국내자본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 수익성과 효
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위주의 금융서비스 질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증권 또는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이 제한된 범위이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해짐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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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한국투자공사(KIC) 외에 사모주식투자펀드
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2004.9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을 개정하여 사모주식투자펀드제도를 도
입함에 따라 2005.3월말 현재 설립된 국내사모주식투자펀드는 우리은행
(2004.12월), 맵스자산운용(2004.12월), 데본셔코리아(2005.2월), 칸서스자산운용
(2005.3월), LG투자증권(2005.3월) 등 5곳이다.12) 그러나 외국계 사모주식투자
펀드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이미 외국계 사모주식투자펀드들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린 뒤이기 때문에 자금운용이 쉽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13) 또한 일부 은행들은 외국계 사모주식투자펀드나
투자은행과의 합작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는 사모주식투자펀드 시장을 조
기에 정착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토종자본의 육성이라는
사모주식투자펀드의 원래 취지에는 어긋나는 점도 있다. 한편 사모주식투자
펀드의 과도한 난립과 무분별한 투자 등으로 기업사냥꾼의 머니게임이나 도
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투자 비중이 2004년말에 발표된「중장기 국민연금 기
금운용 마스터플랜」
에 따르면 2004년에 8.9%에서 2009년에 10.7%로 높아져
주식투자금액이 12조 3천여억원에서 31조 9천억원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국
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비중도 2004년 2.8%에서 2009년에는
5.1%로 상승한다(이철용 2005). 국민연금은 현재 5%룰을 적용받지 않고 기관
투자가로 분류되지 않으며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따라서 중국,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황금
주를 보유하여 외국인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국민연금의 주식
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해득실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
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어슈어뱅크가 최근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의 하나로 논
의되고 있다.
12) 사모주식투자펀드는 기존의 사모펀드와 펀드의 구조, 운용대상, 손익분배, 구제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특히 사모펀드의 설립주체가 자산운용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사모주식투자펀드의 설립
주체는 개방되어 있다(임연하 2005).
13) 국민은행은 2005.1월 3천억 규모의 사모주식투자펀드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펀드를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를 포기하였고 국내 최초의 사모주식투자펀드인 우리은행피이에프는 쎄븐마운틴
그룹 등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우방건설 인수에 참여하면서 쎄븐마운틴그룹으로부터 이면계약
을 통해 연 10%에서 12%의 약정수익률을 보장받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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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외국인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거대한 수요는 자산운용
업을 잠재력을 가진 선도금융부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
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민영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관치금융의
폐해를 되살릴 우려가 있다. 보다 명확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부문과 외국자본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상장폐지에 따른 보완책 필요
외국계 은행의 상장폐지는 시장규율신호가 상실되고 금융기관의 투명성이
약화되어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세계은행도 폴란
드의 경우와 같이 상장이 폐지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 BIS(2004)도 상장폐지에 따른 시장신호의 상실을 막기 위해 후
순위채의 발행을 의무화 하는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시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을 인수한 후 상장을 폐지하였다. 이 두 은행에 대한 시장규율과
투명성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직면한 하나의 과
제라고 볼 수 있으며 론스타의 향후 행보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14) 글로
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금융
기관의 노하우를 전수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6. 국제적인 연결기준 감독 시행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FDI를 받아들이는 경
우 필연적으로 국가간 감독규제의 차이에 따른 법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
14)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입 당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한 FRB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미국측에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 기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만약 제일은행 인수전에 참여했던 HSBC 등의 외
국은행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 외환은행도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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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적합한 감독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미국은 분리주의를 취하는 반면 영국은 단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충돌 가능성이 국가마다 다르다. 미 연준의 경우와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모은행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감독은 일반적으로 본국 감독당국에 의해 이루
어지기 때문에 본국 감독당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점과 지점간
의 자금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그룹이 연결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자본의 적정성이나 유동성이 왜곡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연결기준으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7. M&A관련 제도 정비
외국계 금융자본에 의한 부당한 M&A를 예방하거나 사모펀드에 의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M&A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
우 금융·외환위기 이후 IMF의 요구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영권 방어제도가 철폐됨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경영권의 보호장치가 충분
치 못한 실정이다. 과거 소버린과 SK, 헤르메스와 삼성물산간의 적대적
M&A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재계가 국내기업들이 이와 관련하여 역차별을 받
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경영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
다.15) 한 예로 2004년말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 주식 수의 변동뿐만 아니라 보유목적의 변동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16) 그러나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
15) 최근 경영권 방어장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간에 우호지분 매입 등으로 경영권 방어를 도와주는 기업간 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팬택앤큐리텔과 포스코는 각각 SK와 대한해운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소버린과 골라엘엔지
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다.
1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5% 이상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의 보
유목적을 재보고 받은 결과 외국인 71명과 내국인 1,454명 등 총 1,525명이 주식보유목적을 경영참
가로 공시했다. 이번 재보고에서 소버린은 SK 주식의 보유목적을 수익창출에서 경영참가로 변경
했으며 헤르메스도 한솔제지, 현대해상화재 등의 주식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바꾸었다. 반면 현대
산업개발과 대한해운 주식을 각각 18.53%와 21.09% 소유하고 있는 템플턴자산운용과 골라엘엔지
등은 주식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변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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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감독당국이 국제기준에 적합
한 틀 속에서 규제와 감독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도 황금낙하산, 독소조항,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
필 등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현재 시행중이나 적대적 M&A가 기업지배구조
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 보호제
도를 완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8. 금융기관 인·허가정책 보완 및 조기경보체제 수립
현지법인과 지점 설치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 인·허가 정책은 물론
법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및 감독, 매각,
또는 위기시 자회사 보호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현지법인을 선호하나 다른
국가들은 지점이 본점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결정되고 모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점을 선호한다.17) 한편 외국은행의 인·
허가정책이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한 예로 론스타와 칼라일이 각각 외환은행과
한미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모펀드들의 인수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허가정책에 있어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차별을 완전히 없애고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을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자유화되면 될수록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
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을 망라한 다양한 조기경보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즉 시차별로 단기, 중기 및 장기의 조기경보모형뿐만 아니
라 분야별로 또는 금융기관별로 조기경보체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7) 국내에 등록만 하고 지점이나 사무소 없이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금융회사가 국내 금융법을 위반
하는 경우 국내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해
당국가의 금융감독당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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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 운영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된 금융허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외국계 은행들은 중소기업이나 서민보다는
대기업 또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
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바젤협약(new Basel accord)에 따르면 은행의 신
용공급활동, 특히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 활동이 위
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ABS의 발행 등을 통
해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김형태 2005).18) 자산유동화증권시
장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채권시장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크고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비율은 2004
년에 0.48%로 주식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제화 가능성이 큰 시장이
다. 따라서 이들 시장들은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금융시장으로 발전가능성
이 크므로 이들 시장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산업발전전략은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IT 등을 포함한 신기술
산업을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전통산업의 발전에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수익과 위험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해 투자가 결정되는 자본시장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19)

10. 투자은행 육성
전체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진입으로 은행의 금융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
로 높아지는 반면 증권회사 등 전문금융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18) 2004년 직접금융 총액이 58조 7천억원인데 이중 회사채가 34조 2천억원, ABS가 16조 2천억원 그리
고 주식이 8조 3천억원으로 직접금융에서 차지하는 ABS 비중이 27.6%에 이른다.
19) 신보성·빈기범·김재칠(2004)에 따르면 OECD 20개 국가중 R&D 강도 상위 3개 산업의 연간 실
질부가가치 평균 성장률은 자본시장 중심국에서 더 빨리 성장하는 반면 R&D 강도 하위 3개 산업
의 연간 실질부가가치 평균 성장률은 은행 중심국에서 더 빨리 성장한다. 우리 정부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한 10대 산업의 경우에도 자본시장 중심국에서 더 높이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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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20) 또한 정부가 아시아
지역 투자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한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고 전통적인 예대마진의 은행업무보다 비은행업무의 중요성이 향후 증대
되리라 예상됨에 따라 영국의 경우와 같이 투자은행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
로 FDI를 유도하고 자산운용부문과 겸업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증권회사는 과거 단순한 위탁매매 수수료 위주의 영업에 종사하
였으나 금융기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외국계 금융자본이 진출함에 따라
구조조정에 직면하였다. 앞 절에서의 실증적인 분석결과도 국내 증권사가
외국 증권사에 비해 자본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 모든 지표에서 열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회사의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대안
이 투자은행 부문의 강화이다. 투자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는 증권인수업무와
더불어 M&A 및 기업구조조정 자문 등의 금융자문 업무이다. 최근 주요 미
국의 투자은행들의 M&A자문 업무는 투자은행 부문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M&A투자 업무는 머천트뱅킹 부문 또는 사모주식투자펀드에서 맡고 있다
(이현진·강대일·이종은 2004). 금융허브의 단계별 비젼에 따르면 2단계
(~2012년)에서 동북아 구조조정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증
권회사들이 외국계 투자은행들과 경쟁하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국내 증권회사를 대형화하고 외국계 투자은행이 지배하고 있는 M&A투
자 업무는 사모주식투자펀드 등을 적극 육성하여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21)

11. 전문인력양성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은 금융분야 전문
20) 우리나라나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은 대부분 현금이나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는 주식의 보유 비중이 현금 또는 예금보다 높다.
21) 중국에서 2002.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격외국기관투자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QFII) 제도의 업무수행조건을 충족시키는 국내 증권회사는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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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내금융기관의 우수 인력에 대한
과다 스카웃 경쟁으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고용시장이 교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분야 전문가에 대한 점
증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FDI 전문대학원 등과 유사한 금융관련 전
문인력, 예를 들면 IB(투자은행)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VII. 요약 및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북아 금융허브의 전제조건인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화와 선진화에 대한 FDI의 역할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글로벌 또는 지역특
화 금융허브로 발전한 외국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FDI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FDI가 수익성과 생산성
등과 같은 국내 금융산업의 주요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금융 FDI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
시키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대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먼저 금융
FDI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은행산업에 사모주식투자
펀드보다는 국제적 명성이 있는 은행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사
모주식투자펀드는 동북아 구조조정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국내외 금융기관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금융기관 민영화를 위
한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이 선결과제이다. 한편 시장규율과 투명성을 확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결기준 감독 시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적합한 감독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계 금융자본에 의한
M&A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모펀드에 의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M&A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금융기관의 인·허
가정책이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자유화되면 될수록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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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조기경보체제를 수
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신기술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자본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소매금융과 예대마진의 은행업무보다 비은행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리
라 예상됨에 따라 자본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투자은행을 활
성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이 필
요하다.
동북아 금융허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7대 추진과제로 정부는 자산운
용업 육성,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을 선정하였다. 이들 과제들은 무엇보다도 금융관련
FDI에 의해 성취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홍콩 또는 싱가포르 등과는 달리 주로 국내 금융시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내의 산업기반이나 금융시장이 협소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금융시장이 크고 성장잠재력
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
산업을 제외한 은행이나 보험산업 등의 경우 외국사의 주요지표가 국내사보
다 크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금융주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
으며 그 동안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동북아 금융허브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증권회사들의 경우 실증적 분석결과
외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외국 증권사와의 생존경쟁에서 독자적으로 살아
남아 투자은행으로 발전하고 동북아 구조조정시장을 주도하는 데는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관치금융과 외국 금융자본의 폐해를 경험하였고 산업자본이
은행을 제외한 여타 금융기관을 지배함에 따른 문제점들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 외국 금융자본, 국내 산업자본이 선택과 집중을 통
해 동북아 금융허브의 추진전략을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주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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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금융허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와 함께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을 활용하는
경우 방대한 기금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산업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자금운용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
부활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
하는 경우 일부 국내은행들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은행
과의 경쟁에서 모든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은행을 특정 산업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외국 금융자본 또한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국내
소매금융에만 치중하는 경우 국내 금융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내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국제화시켜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킬 수 있는 다른 주역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육성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들 세 주체들, 특히
금융관련 FDI가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에 기여하고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격려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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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근래 국가간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규
모가 확대되는 추세1)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저
조한 가운데 해외직접투자가 유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는 데다
최근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 결과 국내투자 위축, 국내산업
의 공동화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
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정책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
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자처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비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Caves 1996). 경제적 요인은 노동비용과 같은 비용
요인이나 시장접근성 등을 지칭하는데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요인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비경제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투
자대상국의 부패수준, 국가위험도, 환경규제 정도 등이 중요한 FDI 결정 요
소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FDI에 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는 주로 설문조사나 서베이에 의해 조사되어 왔는
데 그 항목이 주로 경제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서베이
는 기업의 일상적 경영활동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창업관련
규제, 노동시장의 성격, 신용획득 가능성 등 제반 경영 관련 규제와 같은 비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
근에는 창업, 노동시장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등 열악한 기
업경영 여건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2006)가 해외진출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1) 전세계 FDI 동향에 대해서는 <부록 1>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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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대상국의 양호한 기업경영 관련 여건이 기업의
해외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일회
성 설문조사에 그친 것으로 아직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선택에
있어 기업경영 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
다. 이에 착안하여 본고는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국 선정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편제 국별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중력모형(gravity model)2)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국가별 특성변수
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특히 기업경영 여건변수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하는 기업경영 관련 규제지표(Doing Business Index: 이하
DBI)를 이용하였다. 동 자료는 통계편제 대상국의 경영 관련 여건을 상대적
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고에 핵심적인 통계로 이용되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기
존 문헌을 검토·정리하고 실증분석에서 분석할 투자국 결정과 관련된 요인
들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동기를 살
펴보았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과 통계자료의 특성을
살펴본 이후 각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의 차이가 국내 기업의 투자국 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
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II. FDI 결정요인 관련 기존연구 개관
Dunning(1977, 1981)은 기업(또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동
기를 분석하면서 OLI 체계(OLI framework)를 제시하였다. OLI 체계에 따
르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소유에 의한 이점(ownership advantage),
2) 경제규모가 무역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는 중력모형은 국가간 무역량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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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요인에 의한 이점(location advantage), 내부화에 의한 이점
(internalization advantage)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중‘소유에 의한 이점’
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무형자산을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의미한다.
그리고‘지역적 요인에 의한 이점’
에 기인한 투자 동기는 투자지역이 가지
고 있는 우월적 특성을 활용하거나 투자대상국으로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동기이다. 또한 해외직접투자가 가지는‘내부화에 의한 이점’
을
통해 기업은 해외 직접수출, 하청 또는 면허 생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도덕적 해이, 기타 거래관련 비효율 등을 해결할 수 있다.3)
OLI 체계중‘소유에 의한 이점’
과‘내부화에 의한 이점’
으로 인한 FDI는
해외 투자기업의 개별적 특성에 기인한 투자4)이지만‘지역적 요인에 의한
이점’
은 투자대상국의 특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각국의 기업경영 여건의 차
이가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에서는‘지역적 요인
에 의한 이점’
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5)
투자대상국의 특성과 관계된‘지역적 요인에 의한 이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투자대상국의 FDI 정책, 경제 및 경영 여건 등과 같은 요
인을 생각할 수 있다(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만일 특정
외국기업이 투자대상국의 시장성에 관심을 갖고 진출하고자 한다면6) 시장규
모가 크거나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Wheeler and
Mody 1992, Caves 1996, Gastanaga et al. 1998, 전태영 2004).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가 저렴한 생산요소, EU와 NAFTA 등 경제공동체에의 가입 여부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면7) 투자대상국의 저렴한 노동력8)과 요소
3)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은 토착기업과의 기술협약(licensing)을 통해 생산할 수 있으나
기술유출의 위험과 복잡한 협약조건에 따른 거래비용 등으로 현지생산을 선호할 유인이 있다
(ownership advantage와 internalization advantage). 한편 다국적기업이 현지의 시장과 낮은 임금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수출 등을 통한 진출보다는 현지생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location
advantage).
4) 해외직접투자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는 Lee(2003)를 참조하라.
5) 본고에서 이용한 자료를 통해서는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개별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지역적 요인에 의한 이점’
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제Ⅴ장을 참조하라.
6) 이는 market-seeking FDI이다.
7)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resource/asset-seeking FDI 또는 efficiency-seeking FD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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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기술 및 교육 수준, 특정 경제블록의 가입여부, 사회기반시설의 수준
등이 고려될 것이다(Wheeler and Mody 1992). 이러한 투자대상국의 경제
여건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시도되었으나 분석결과가 일관되지는 않았다.
한편 투자대상국의 무역장벽이 FDI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
역장벽이 높을수록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기업은 직접투자9)를 선호하는 것으
로 알려져 왔다(Horst 1971, Copithorne 1971, Hirsch 1976, 정훈 2004, 전태
영 2004). 그러나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의 경우 현지 투자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무역장벽과 FDI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실
제로 일부 연구들은 무역장벽이 FDI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역
으로 투자대상국의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FDI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
기도 하였다(Gastanaga et al. 1998).
또한 투자대상국의 조세나 투자 유치정책도 FDI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다. 그러나 Caves(1996)가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이중과세 방지수단 등을
통해서 조세가 미치는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10) 이에 관한
기존의 실증분석을 살펴보면 Gastanaga et al.(1998), Wei(2000), Simmons
(2003), Pica and Moro(2004), 정훈(2004) 등은 저렴한 조세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이 FDI를 촉진시킴을 확인하였으나 반대로 일부 연구(Wheeler and
Mody 1992, 전태영 2004)들은 낮은 조세나 투자 유치정책이 기업의 해외직
접투자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8) 투자대상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직접생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Wheeler and Mody 1992, 전태영 2004). 그러나 시
장성이 큰 국가들은 노동비용이 높은 선진국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비용과 FDI 유입과는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몇몇 실증분석은 저렴한 노동비용이 기업의 FDI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Wei 2000). 노동비용이 FDI
에 미치는 상반된 결과에 관해서는 <부록 4>의 고석남(2006) 문헌 연구를 참고하라.
9) 이는 tariff-jumping FDI이다.
10) Caves(1996)에 따르면 조세나 투자 유치정책이 실제로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일 가능
성이 있는데 이는 개별 국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tax exemption), 세액공제
(tax credit), 감세(tax deduction) 등에 기인한다. 즉 각국이 도입한 이러한 조세정책으로 인해 국
가간 조세차이가 해외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조세차이의 영
향이 중립적(tax neutral)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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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도 있다(Moran 1998). 이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유연한 노동시장
여건을 가진 국가일수록 FDI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론적
(Haaland, Wooton and Faggio 2003) 또는 실증적(Dewit, et al. 2003,
Javorcik and Spatareanu 2004)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투자대상국
의 부패 수준, 개방정도, 정치적 안정성, 투자환경 수준, 행정 및 환경 규제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이 FDI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Wheeler and Mody 1992, Gastanaga et al. 1998, Kolstad and Xing
1998, Wei 2000, Pica and Mora 2004).
많은 기존연구가 FDI의 결정요인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 및 규제와 FDI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
지 않다. 이는 각국의 투자 및 경영 여건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
표가 없었던 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세계은행이
최근 개발한 DBI를 사용하여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 격차가 국
내 기업의 해외투자국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이
와 함께 FDI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대상국의 특성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투
자대상국의 어떤 요인들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기
관들이 조사한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간략히 살펴본다.

III.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동기
1. 동향
본절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10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
자는 2002년과 2003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북미
및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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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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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투자자가 경영 참가11)를 목적으로 주식, 출자지분
과 같은 외화증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12)을 보고받아 매월 발
표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투자 동향
을 살펴보았다. 과거 10년간 해외 투자 추세를 살펴보면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중 37억달러 규모였던 국내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전반까지는 40
억달러 전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3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2005년중에는 처음으로 60
억달러를 상회(총4,389건 66억달러)하더니 2006년중에는 100억달러를 상회(총
5,185건 107억달러)하였다(<그림 1> 및 <부록 3>).
1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는 투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지분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투자
자와 현지법인간에 실질적 경제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경우 10% 미만도 인정하고 있다(투자비율이
10% 미만이면서 실질적 경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에해
당하므로 증권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는 등 간접투자 관련 규정이 적
용되고 있음).
12) UNCTAD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유출은 서로 다른 집계방식을 사용하므로 금액의 차이가
존재한다. UNCTAD의 FDI는 해외 투자기업의 현지 재투자와 기업내 자본이동을 포함한 순유입
(유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본고에서 사용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액은 기업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신고한 실제 신규 및 증액 투자금액만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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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투자대상국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
시아, 북미, 유럽 등 3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 특히 전
체 직접투자 금액과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중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금액
과 건수가 각각 56.5% 및 67.0%를 차지하였으며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금액
과 건수는 각각 20.0% 및 25.7%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국가중 대중국 투자의
비중13)이 가장 높았는데 아시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54.6%인 33억달러
가 중국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중 건당 투자금액은 2.1백만달러
에 달하였는데 아시아지역에 대한 건당 투자금액(1.7백만달러)이 전체 건당
투자금액을 하회한 반면 북미(16.1백만달러), 중동(11.5백만달러), 아프리카
(10.7백만달러) 등에 대한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전체 건당 투자금액을 크게
상회하였다.14)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면에서 중국과 미국 등
아시아 및 북미의 일부 국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상국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과 2000년에 우리나라 투자자
가 투자한 해외 국가수는 각각 80개국과 81개국이었으나 2005년에는 94개국,
2006년에는 109개국으로 크게 확대되었다(투자대상국에 대해서는 <부록 2>
참조).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200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이었다(<표 1>). 지역별로는 아시아, 북미 및 유럽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금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해외직접 투자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2006년중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나라별로 분류하면 전체 투자금액
의 53.1%인 27억달러가 중국15)에 투자되어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었다. 다음
으로 많은 금액이 미국(3억 5천만달러)에 투자되었으며 베트남(2억 9천만달
13) Eichengreen and Tong(2005)는 중국에 대한 FDI 증가가 주변국들로의 FD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한 결과 공급연계관계(supply-chain linkages)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FDI가 늘면 주변국
들에 대한 FDI도 증가하였으나 한국은 예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고는 투자결정 요인을
분석함에 따라 중국투자 증가의 영향 등은 논의하지 않는다.
14) 중동과 아프리카에의 건당 투자금액이 큰 것은 대규모 자원개발투자가 늘어난 데 크게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15)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중국 경제의 부상은 우
리나라 경제구조의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김종일(2006)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교역상대국으
로서 미국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중국 비중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한국의 산업, 수출 및 고용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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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제조업에 대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1997∼2006)
1997~2000
4년 누계

연 평균

2001~2004
4년 누계

(천달러, 건수)

2005

2006

연 평균

아시아

3,877,792
(2,426)

969,448
(606)

6,387,380 1,596,845 2,818,210 3,529,210
(6,156)
(1,539)
(1,867)
(1,991)

유럽

977,725
(98)

244,431
(24)

2,489,087
(127)

622,271
(32)

392,692
(59)

872,025
(68)

북미

2,070,929
(381)

517,732
(95)

1,968,040
(474)

492,010
(119)

237,202
(124)

382,289
(158)

중남미

374,814
(59)

93,703
(15)

233,496
(58)

58,374
(15)

187,629
(27)

215,829
(26)

중동

26,950
(3)

6,737
(1)

16,347
(10)

4,086
(3)

15,178
(4)

35,657
(6)

대양주

42,012
(36)

10,503
(9)

11,610
(35)

2,902
(9)

8,129
(13)

30,805
(8)

아프리카

92,974
(19)

23,243
(5)

12,172
(13)

3,043
(3)

488
(4)

1,415
(4)

합계

7,463,196 1,865,799 11,118,132 2,779,533 3,659,528 5,067,230
(3,022)
(755)
(6,873)
(1,718)
(2,098)
(2,261)

주 : ( ) 내는 건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러), 슬로바키아(2억 9천만달러), 폴란드(2억 3천만달러) 등에도 많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기업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2006년중 제조업에 대한 지역별 투자
금액과 투자건수를 살펴보았다(<표 2>). 중소기업의 대아시아 투자금액이 대
기업 투자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아시아 투자
건수는 943건으로 대기업의 투자건수(51건)에 비해 많았다. 이는 아시아의
건당 투자액이 전체 건당 투자액을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중소기업
의 투자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16) 특히 투자건수 면에
서는 투자지역에 무관하게 중소기업의 투자건수가 대기업의 투자건수를 크
16) 제조업의 건당 평균 투자액은 아프리카에서도 낮게 나타났지만 투자건수가 절대적으로 작으므로
(4건)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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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기업 규모별 해외직접투자(2006년 기준)
아시아

대기업
전체 중소기업
기타
대기업
제조업 중소기업
기타

유럽

북미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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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달러, 건수)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전체

2,907.7 979.2 1,342.6 435.8 334.6
(127)
(35)
(26)
(11)
(9)

94.2
(6)

180.0 6,274.1
(6)
(220)

2,573.1 203.4
(1,580)
(96)

33.2 3,472.4
(9) (2,005)

442.0
(252)

82.6
(21)

55.0
(19)

83.1
(28)

357.2
(1,056)

8.9
(28)

1.6
(6)

25.0
(65)

0.9
(5)

1,740.5 716.7
(51)
(14)

200.5 136.9
(8)
(2)

29.3
(1)

23.2
(1)

1.0 2,848.1
(1)
(77)

1,515.9 150.3
(943)
(43)

152.9
(72)

75.4
(11)

5.8
(4)

7.1
(4)

0.3 1,907.8
(2) (1,079)

28.9
(78)

3.5
(13)

0.5
(1)

0.5
(3)

0.1
(2)

578.5
(1,765)

12.5
(35)

272.8
(997)

5.0
(11)

984.6
(2,960)

311.4
(1,105)

주 : ( ) 내는 건수이며 기타는 개인투자가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게 상회하였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자금력이 약하며 외부적인 경
제·경영 여건에 민감함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투자는 투자대
상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국 결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17)

2. 동기: 주요기관의 조사 요약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 등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내 기업 상당부분은 시장 확보, 저임금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
상공회의소는 2006년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투자를 해외투자로 대
체하였는지 및 국내외 투자여건이 해외투자 결정에 미쳤는지 여부를 설문조
사하였다. 그 결과 대상업체중 상당부분이 국내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에 투
자하였으며 국내의 열악한 노사 및 입지·공장설립 여건 등이 국내투자를
17) 중소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제Ⅳ장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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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동기
1997~2000
4년 누계

수출촉진

연 평균

(천달러, 건수)

2001~2004
4년 누계

2005

2006

연 평균

4,153,736 1,038,434 5,997,226 1,499,307 1,165,160 1,422,427
(1,252)
(313)
(2,488)
(622)
(622)
(645)

저임 활용

699,380
(1,004)

174,845 1,517,208
(251)
(2,428)

379,302
(607)

708,251
(806)

659,374
(746)

원자재
확보

156,830
(108)

39,208
(27)

120,967
(240)

30,242
(60)

105,979
(83)

179,308
(109)

자원개발

280,410
(48)

70,103
(12)

250,799
(108)

62,700
(27)

165,570
(49)

157,515
(55)

보호무역
타개

794,767
(68)

198,692
(17)

680,211
(156)

170,053
(39)

180,365
(34)

156,103
(36)

선진기술
도입

166,022
(100)

41,506
(25)

257,974
(132)

64,494
(33)

82,717
(38)

69,344
(50)

기타

1,212,051
(444)

303,013 2,293,747
(111)
(1,324)

573,437 1,251,486 2,423,159
(331)
(466)
(620)

합 계

7,463,196 1,865,799 11,118,132 2,779,533 3,659,528 5,067,230
(3,024)
(756)
(6,872)
(1,718)
(2,098)
(2,261)

주 : ( ) 내는 건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로 대체한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요기관 조사
에서 나타난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개괄하여 보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직접투자를 투자동기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살펴보면 2006년중 수출
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의 비중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28.1%로 가장 높았다
(<표 3>). 다음으로는 저임금 활용(13.0%), 원자재 확보(3.5%), 자원개발(3.1%),
보호무역 타개(3.1%), 선진기술 도입(1.4%)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직접투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은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 관
련 여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
18) 그러나 제조업에 대한 총투자금액중 47.8%에 이르는 투자금액은 위에 열거된 동기 이외의 목적으
로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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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투자 동기

시장점유율 확대
생산비용 절감
부품조달 용이
블록화 대응
투자유치정책
국내 규제 회피
높은 기술
무역마찰 회피
수출감소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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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4

56.5
31.2
7.2
3.7
4.3
2.4
4.5
2.2
6.9

37.0
30.4
7.3
6.7
6.1
4.1
3.8
3.2
N/A

자료 : 강두용 외(2002, 2004)

강두용 외(2002, 2004)는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
으로 2002년 및 2004년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를 발표하였
다. 조사결과중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투자하는 동기부분을 <표 4>에 요
약·정리하였다. 투자동기중 시장점유율 확대가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56.5% 및 3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생산비용 절감 비
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용이한 부품조달, 수출감소에 대한 대응
등의 비중은 10.0%를 하회하였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가 투자대상국의 시장
성, 저렴한 생산요소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의 조사항목에는 국내외 규제 및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투자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및 제
도적 동기에 기인한 투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6년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3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
로“외국과 비교한 국내 투자여건 만족도”
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조사결
과 대상기업의 52.3%가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 5>). 특히 상당부분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지역을 대체한 가장 큰 이
유로 국내의 노사여건(54.1%)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내의 열악
한 입지 및 공장 설립여건(22.8%), 금융여건(10.3%) 등도 국내투자보다는 해
외투자를 선호하게 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은 국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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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외국과 비교한 국내 투자여건 만족도 조사결과
노사여건

입지·공장
설립 여건

금융여건

국내투자를 해외투자로
대체한 원인1)

54.1

22.8

10.3

6.0

5.0

국내 투자여건 만족도2)

58.7

57.3

64.6

59.6

59.9

2)

73.5

71.0

64.9

64.9

64.4

해외 투자여건 만족도

행정여건

조세여건

주 : 1) 국내투자를 해외투자로 대체한 응답자중 비율 (%)
주 : 2) 100점 만점 기준(점)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58.5점으로 평가한 반면 해외
투자여건에 대해서는 70.8점으로 평가하였다. 국내의 경우 노사여건, 입지
및 행정여건 등의 면에서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은 국내외 투자여건의 만족도만을 조사하였을
뿐 다른 해외투자 동기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기관이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투자 동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조사항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도 투자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 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대상국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결정 요인을 보다 종합적으로 실증분석하
였다.

IV.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통계자료
가. 분석모형
본고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투자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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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무역량 결정요인 및
해외투자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중력모형(gravity model)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국가별 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투자
대상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경영 관련 여건과 관련된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ln(FDIi, j, t)＝β0＋β1busij, t＋Zj, tγ＋εi, j, t
여기서 i는 한국, j는 투자대상국가, t는 시계열 연도를 나타낸다. 한편 종
속변수로 사용된 ln(FDIi,

j, t)는

t년도에 국내 투자자로부터 j국가로 투자된

금액의 log값이다. 설명변수중 busij, t는 t년도 j국가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
을 나타내는데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 관련 규제지표(DBI)를 이용
하였다. 한편 Zj, t는 중력모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특성
과 관련된 통제변수의 벡터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외의 여러 연구를 통하여 통상 무역량 결정요인을 위한 분석에
서 많이 사용되는 중력모형이 국가간 해외투자 결정요인 분석에도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oungani et al. 2002, Razin
et al. 2003, 신관호·오용협 2005). 그러나 중력모형은 국가간 무역 또는 해
외투자의 쌍방향 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부터 투자대
상국으로의 일방향 이동을 분석할 때에는 중력모형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는 대신에 중력모형에 흔히 사
용되는 변수들을 차용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19)
본고는 지난 10년간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5년까지20)의 해외직접투자 자료(ln(FDIi,

j, t))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업경영 관련 여건 자료인 세계은행의 DBI는 2003년부터 발표되고

19) 본고에서는 중력모형을 직접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절을 참
고하라.
20) 2006년중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료는 얻을 수 있었으나 각국의 특성과 관련된 통제변수는
얻을 수 없어 2006년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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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유용한 패널분석을 하기는 어렵다.21) 특히 국가별 기업경영 관련 규제
는 연도별로 크게 변하지 않아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나 임의
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지 못하여 최소자승법을 이용
(pooled cross section)하였다.
또한 각국별 기업경영 관련 여건이 해당국가의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결
정되며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5년 DBI를 이용하였다.22)
다만 DBI를 제외한 여타 투자대상국 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 자료들은
가능한 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획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관측치
수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얻기 힘든 자료중 연도별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제변수는 가까운 연도의 자
료를 이용하였다.
<표 6>은 실증모형에서 이용된 통제변수들과 예상 부호를 보여준다. 투자
표6

실증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

설명변수

자 료

taxj, t

t`년도 j`국의 법인세율

tariffj, t

t`년도 j`국의 관세율

예상부호

＋ 또는 -

compj, t

t`년도 j`국의 시간당 노동비용(임금＋인센티브)

patentj, t

t`년도 j`국의 특허권 신청 건수

＋ 또는 -

ln(surfj)

j`국의 국토면적 log값

＋ 또는 -

-

ln(gdpj, t)

t`년도 j`국의 GDP log값

＋

ln(popj, t)

1)

＋

ln(distj)

t`년도 j`국의 인구 log값

한국과 j`국간의 거리 log값

＋ 또는 -

주 : GDP와 인구는 모두 해당국가의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크기변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한 변수만을 사용하거나 1인당 GDP와 인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GDP의 log값은 ln(GDP)와 ln(pop)의 차이와 같으므로 본고의 실증분석
모형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21) 세계은행 DBI의 항목들은 매년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2003년에서 2006년에 걸쳐 시계열이 존재하
는 항목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22) Demirguc-Kunt et al.(2006)과 Djankov et al.(2006)도 세계은행에서 발표되는 경영 여건 자료의
한계점 때문에 본고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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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의 법인세(taxj, t)가 높을수록 세후이윤이 감소하므로 투자를 줄일 가
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대국의 관세(tariffj, t)가 높을 경우 수출보다는 직접
투자를 통한 진출을 선호함으로써 투자가 확대될 수도 있지만 관세가 높은
나라는 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규제 등도 복잡할 수 있어 투자가 감
소할 가능성도 있다.
임금과 인센티브의 합으로 계산된 투자대상국의 노동비용(compj, t)이 높으
면 투자유인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기술습득도 투자동기중의 하나라는 점
을 감안하여 투자대상국의 기술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특허 신청·취득건수
(patentj, t)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직접투자하는 기
업은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에 투자할 유인을 갖고 있으나 기술습득 이외의
동기로 투자하는 기업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현지 기업과의 경쟁 등에 따라
직접투자를 꺼릴 수 있다.
한편 투자대상국의 면적(log(surfj))도 시장의 크기, 국가내의 이동 비용 등
을 고려하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동시에
갖는다. 그리고 투자대상국의 넓은 시장(log(gdpj, t), log(popj, t))은 더 많은 해
외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국내로부터 너무 먼 거리에
있는 투자대상국에 대해서는 거리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해외투자가 감
소할 수 있다. 하지만 먼 거리의 국가와는 교역에 따른 비용도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수출 대신 현지법인 등을 설립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국과의 거리(log(distj))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결정에
정의 효과뿐 아니라 부의 효과도 미칠 수 있다.

나. 통계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투자자가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주식, 출자지분과
같은 외화증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을 보고 받는다. 본고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대상국별로 구분한 자
료를 획득하여 이용하였다. 한편 각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은 서비스업종
보다는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제조업종에 대한 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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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제도와 관련하여 유수의 국제기구23)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국별 제
도의 질적 수준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포괄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는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은 각국의 기
업경영과 관련된 제도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지표(DBI)
를 새롭게 개발하여 2003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DBI는 10개 항
목24)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항목은 다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세부
항목25)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고는 DBI 10개 항목중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
나라 해외투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투자를 해외투자로 대
체한 원인중 10% 이상의 응답비율을 보인 노동시장, 입지 및 공장 설립, 금
융 등과 관련된 항목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DBI 항목중
노동시장(employing workers), 창업(starting a business), 신용획득(getting
credit) 등 3개의 항목을 이용하였다.26)
노동시장 지표로는 채용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difficulty of hiring
index),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지표(rigidity of hours index), 해고
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difficulty of firing index) 등 3개의 지표에 의
해 산출된 고용 경직성 지표(rigidity of employment)를 0부터 1의 값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27) 창업 지표는 기업을 창업하는 데 필요한 공식적인
과정의 수, 창업관련 과정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일수, 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3개의 세부항목을 0에서 1의 값으로 환산한 이후 3개 환산값의 평
23) 예를 들어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각국별 부패수준 지수
를, 미국의 정치위기관리그룹(PRS)은 각국의 법·질서 위반 정도와 부패 수준을 파악해 평가하는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지수를 각각 발표하고 있다.
24) 10개 분야는 starting a business, dealing with licenses, employing workers, registering
property, getting credit, protecting investors, paying taxes, trading across borders, enforcing
contracts, closing business 등이다.
25) 예컨대 starting a business 항목의 경우 기업을 창업하는 데 필요한 공식적 과정의 수(procedures),
창업 관련 과정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일수(time), 일인당 소득대비 창업에 필요한 소요비용 비율
(cost), 일인당 소득대비 최소필요자본 비율(paid-in minimum cost) 등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된다.
26) Javorcik and Spatareanu(2004)는 국제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와
Djankov et al.(2003)의 노동시장 경직성 관련지수를 활용하였다.
27) Djankov et al.(2006), Demirguc-Kunt et al.(2006) 등도 본고와 유사하게 세계은행의 DBI 각 항목
을 0에서 1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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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사용하였다.
DBI의 신용획득(getting credit)은 각국의 법, 규제 등의 제도가 신용 획
득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동 지표는 세부항목으
로 대출자와 차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strength
of legal rights index), 신용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정도 등을 보
여주는 지표(depth of credit information index),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
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지 등을 보여주는 지표(public credit registry
coverage, Private credit bureau coverage)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4개 항목에서 얻어진 각국의 신용획득 관련 여건 순위를 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0부터 1사이의 값으로 환산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3개
의 항목은 값이 높을수록 해당국가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이 개선된 상태임
을 나타내도록 변환하여 사용하였다.28)
기업경영 관련 여건과 관련된 노동시장, 창업, 신용획득 등 3개 항목간에
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29)가 존재한 반면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실증
분석에서는 3개 항목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한편 세계은행은 DBI 10개의 각
항목별 순위와 전체 순위를 200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전체
순위를 0과 1의 값으로 환산30)하여 추가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각국별 법인세율(tax)31)은 140여개국에 회원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종합
회계·재무·자문 그룹 KPMG32)의 자료를 이용하였다.33) 그리고 각국의 관세
율(tariff)은 UNCTAD에서 입수한 자료를, 각국별 임금과 인센티브를 합계한
28) 원래 DBI 항목중 노동시장, 창업 등과 관련된 값은 클수록 기업경영 관련 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신용획득의 경우 숫자가 클수록 기업경영 여건이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한편 모든 세
부항목을 이용하여 환산함에 따라 계산의 용이 등을 위하여 국가별 순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6
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29) 노동시장과 창업간에는 0.457, 노동시장과 신용획득간에는 0.530, 창업과 신용획득간에는 0.713의
상관관계가 각각 있었다. 한편 이들 3개 항목이 모두 제도와 관련된다는 측면도 감안하여 실증분
석에서 각각의 항목을 통제하는 데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
30) 3개 항목 평균값과 전체 순위를 이용하여 환산한 값간의 상관계수는 0.854이었다.
31) 세계은행의 DBI에도 각국의 세금관련 항목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법인세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하였다.
32) 1987년 PMI(Peat Marwick International)와 KMG(Klynveld Main Goerdeler) 외에 몇 회사가 합
병하여 설립하였으며 회사 이름은 합병전 회사들의 창업자 이름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33) KPMG의 각국 법인세 자료는 OECD의 법인세 관련 공식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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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노동비용(comp)은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이용
하였다.34) 또한 각국별 특허 신청·취득 건수(patent), 국내총생산(ln(gdp))과
인구(ln(pop))는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면적
(ln(sur f)), 우리나라와 투자대상국간의 거리(ln(dist)) 등은 Nicita and
Olarreaga(2007)로부터 입수하였다.

2. 실증분석 결과
가. 분석 결과
각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 세율, 시장성 등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분석결과를 <표 7>로 요약하였다.35) <표 7>의 첫
번째 열은 기업경영 여건을 통제하기 위하여 DBI중 노동시장, 창업, 신용획
득 등 3개 항목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두 번째 열은 DBI 전체 10개
항목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투자대상국간
기업경영 여건의 차이가 해외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투자대상국의 노동비용, 기술수준, 시장규모 및 우리나라와 투자대
상국간의 거리 등도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먼저 첫 번째 열을 살펴보면 busi의 계수는 8.693의 정의 값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36) 이러한 계수값은 산술적으로 투자국의 기
업경영 관련 여건이 개선되어 busi가 0.01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직
접투자가 약 8.69%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7) 투자대상국의 근로자에 대
34) IMD는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
료를 이용하였다.
35) <부록 5>에서는 분석에서 사용된 국가별 기업경영 관련 여건, 세율, 시간당 노동비용 등을 이용하
여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을 OECD 국가를 포함한 각국과 단순·비교하여 보았다.
36) 한편 우리나라와 투자대상국과의 기업경영 관련 규제수준 차이가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수준의 차이를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규제수준의 차이가 정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37) 3개 항목의 평균값이 아닌 3개 각각의 개별 항목을 통제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예상하였던 바와 같
이 3개 항목 모두 정의 계수값으로 나타났으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변수만이 매우 유의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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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여건과 해외직접투자
종속변수 = 해외투자금액의 log값
(busi → 3개 항목 평균 이용)

(busi → 전체 순위를 이용)

busi

8.693***
(0.000)***

6.833***
(0.000)***

tax

-0.015***
(0.688)***

-0.003***
(0.923)***

tariff

-0.061***
(0.398)***

-0.043***
(0.552)***

comp

-0.255***
(0.000)***

-0.266***
(0.000)***

patent

-3.45e-05***
(0.009)***

-3.71e-05***
(0.005)***

ln(surf)

-0.195***
(0.238)***

-0.318***
(0.055)***

ln(gdp)

2.504***
(0.000)***

2.042***
(0.002)***

ln(pop)

0.479***
(0.442)***

0.977***
(0.140)***

ln(dist)

-1.113***
(0.017)***

-1.126***
(0.016)***

관측치 수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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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0.620***

주 : ( ) 내는 유의수준.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한 시간당 노동비용(comp)은 국내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대상국의 기술수준
(patent)이 높을수록 국내 기업의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술수준이 높을 경우 투자대상국의 시장내에서 경쟁이 심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투자대상국의 경제규모(ln(gdp))가 클수록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에 의해 국내 기업의
직접투자 규모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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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국간의 거리(ln(dist))는 직접투자 규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투자대상국의 법인세율(tax), 관세율(tariff) 등은 해외직접투자 규모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이와 함께 투자대상국
의 면적(ln(surf))과 인구(ln(pop))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DBI 10개 항목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두 번째 열)도 3개 항목
을 이용한 결과와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ln(surf)가 부
의 값으로서 10% 수준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자대상국의
국토 면적이 클수록 직접투자도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나. 강건성(robustness) 및 내생성(endogeneity)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모형과 변수의 강건성 및 내생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몇가지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먼저 관측되지 않는
시계열 효과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
여 연도더미를 추가하여 실증분석하여 보았다(<표 8>의 첫 번째 열). 그러나
연도를 통제한 결과도 연도를 통제하지 않는 결과와 질적으로 별다른 차이
가 없었다.39)
한편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산업 구조조정 및 금융 국제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행태가 2000년대 들어 1990년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 2000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부록 6>의 <표 A6-1>). 그러나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도
1997년 이후의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질적으로 별다른 차이
38) 통제변수중 노동비용(comp)과 관세율(tariff)에 의해 관측치 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측치 수를 늘리기 위하여 노동비용, 관세율 등을 통제변수에서 제외한 이후 분석하여 보았으나
결과는 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39) 중국이 국내 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최대 수혜국인 점을 감안하여 중국을 제외하고 분석하
여 보았으나 결과는 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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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40) 그러나 중
력모형을 이용한 결과도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이 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투자대상국이 자유무역협정국의 일원인지의 여부41)가 국내 기업의 직
접투자에 영향42)을 주는지 분석하여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찾지
못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투자대상국의 특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
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분석하여 보았다(<부록 6>의
<표 A6-2>).43) 분석결과 3개 항목을 이용한 기업경영 관련 여건의 계수값은
상승(8.693 → 11.459)한 반면 10개 항목 전체를 이용한 계수값은 소폭 하락
(6.833 → 6.465)하였다. 그리고 10% 유의수준에서 투자대상국의 법인세가 높
은 경우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4) 한편 투
자대상국의 면적이 넓을 경우 중소기업 직접투자가 감소하였으며 투자대상
국과 우리나라와의 거리가 직접투자에 주는 영향은 유의수준이 크게 하락
하였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기업경영 여건간의 인과관계가 역으로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즉 해외투자를 많이 받는 국가가 기업경영 여건을
많이 개선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기업경영 여건 개선과 해외투자간의 일
40) 신관호·오용협(2005)은 1990년에서 2004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의 국내 해외투자 자료를 가지고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그들은 중력모형을 통하여 투자대상국과 우리나라와의 거
리, 투자대상국의 규모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그들은
국가별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여건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았다.
41) 북미자유협정(NAFTA) 및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인지를 더미변수로 통제하였다. 또한 남미공동
시장(MERCOSUR),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회원 여부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42) 특정국가가 주변국가와 자유무역협약을 맺어 협약국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을 사용할 경우 특정국가보다는 협약국가에로 투자하여 특정국가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43)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따로 분석할 수 없었다. 다만 더미변수를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투자대상국의 세율이 높을 경우 유의하게 직접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44) 법인세 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국가의 상당수는 선진국이므로 본고의 관측치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선진국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세계은행 분류에 따른 선진국을 제외하고 실증분석
해보면 법인세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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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다른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분석모형내
통제변수중 기업경영 여건을 나타내는 변수(busi)는 ε
와 상관관계를 갖는 등
내생변수의 특성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2단계 최소자승법(two
stage least squares: 2SLS)을 이용하여 국가간 기업경영 여건이 국내 기업
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2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업경영 여건과는 상관관계
표8

기업경영 여건과 해외직접투자
종속변수 = 해외투자금액의 log값
2SLS2)

더미 추가

busi 1)

8.705***
(0.000)***

19.682***
(0.000)***

tax

-0.019***
(0.632)***

0.012***
(0.768)***

tariff

-0.058***
(0.425)***

-0.123***
(0.140)***

comp

-0.264***
(0.000)***

-0.223***
(0.000)***

patent

-3.32e-05***
(0.013)***

-2.52e-05***
(0.089)***

ln(surf)

-0.183***
(0.274)***

-0.130***
(0.476)***

ln(gdp)

2.549***
(0.000)***

1.382***
(0.080)***

ln(pop)

0.424***
(0.503)***

1.721***
(0.037)***

ln(dist)

-1.101***
(0.020)***

-0.297***
(0.614)***

dummy

연도

관측치 수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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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0.539***

주 : 1) 노동시장, 창업 및 신용획득 관련 3개 항목 평균 이용
주 : 2) 기업경영 여건의 도구변수로서 법적 기원, 언어군, 섬인지 여부 등을 이용함.
주 : ( ) 내는 유의수준.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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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나 ε
와는 독립적인 도구변수를 찾아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각국의
기업경영 여건과는 관계가 있으나 해외투자 유치 요인과는 관련이 없을 것
으로 판단되는 3개의 도구변수를 이용하였다.
먼저 La Porta et al.(1998, 1999)로부터 획득한 각 국가별 법적 기원(legal
origin) 45)을 사용하였다. 각국별 법적 기원은 기업경영 여건과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다른 요인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용한 도구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의 문화적 및 지리적 특성이 기업경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하여 각국의 언어(language)가 어느 언어권에 속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섬(island)인지 여부 등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각국의 기업경영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 측면은 법·사회·문화적 특
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Djankov et al.(2006)도 유사한 도
구변수를 이용하였다.
<표 8>의 두 번째 열은 도구변수들을 이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실
증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단계 최소자승법에 의한 분석결과도 일반
최소자승법에 의한 결과와 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단계 최소자승법에서는 기업경영 여건의 상대적 차이라는 1개의 변수
에 대하여 3개의 도구변수를 사용함에 따라 두 개의 과다식별 제약
(overidentification restrictions)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다식별 제약을
검증한 결과 모든 도구변수들이 오차항과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받아들
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법적 기원, 언어군, 섬 여부 등의 도구변수를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5) La Porta et al.(1998, 1999)에 의하면 법의 기원에 따라 크게 로마법으로부터 유래한 성문법(civil
law 또는 English-origin countries)과 판례 등에 의해 형성된 관례법(common law)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성문법을 다시 french-civil-law countries, german-civil-law countries,
scandinavian-civil-law countries,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법(socialist countries)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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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본고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창
업, 노동시장, 신용획득 등 기업경영 여건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자대상국의 시간당 노동비용, 기술수
준, 경제규모 등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경영여건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
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추정결과는 여
러 가지 강건성 및 내생성 검증도 통과하는 등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서 국
내 기업이 해외투자 결정시 기업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에 투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국내 기업의 과도한 해외직접투자로 나타나는 산업공
동화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
화 등을 목적으로 한 일부 공정의 해외 이전과 같은 해외직접투자는 불가피
하겠으나 국내규제 회피 등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 위축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
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외국인의 국
내투자 유입 확대를 위해서도 국내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점검해 봐야 한다
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고는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 여건과 관련된 창업, 노동시장 등의 제도
적 측면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이 총량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완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제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는 OLI 체계에서 본 투자기업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단위의 자료를 축적·활용하여 투자기업의 특성까지
포괄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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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세
계

한
국

FDI 유출입 규모

(십억달러)

1980

1990

2000

FDI 유입

55.1

207.9
(14.2)1)

1,396.5
(21.0)

FDI 유출

53.7

238.7
(16.0)1)

1,239.1
(17.9)

FDI 유입

0.02

FDI 유출

0.03

2001

2002

2003

2004

825.9 716.1
(-69.1) (-15.3)

632.6
(-13.2)

648.1
(2.4)

743.5 652.2
(-66.6) (-14.0)

616.9
(-5.7)

730.3
(15.5)

0.8
(46.2)1)

8.6
3.7
3.0
(27.5) (-132.7) (-24.1)

3.8
(21.4)

7.7
(50.7)

1.1
(44.8)1)

5.0
2.4
(16.9) (-106.6)

3.4
(23.6)

4.8
(28.5)

2.6
(7.5)

주 : 1) 1980년부터 199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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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인당
GDP(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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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대상국(1997∼2005)
국

가

~1000

브룬디, 이디오피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에리트리아,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
탄, 르완다, 짐바브웨, 기니, 네팔,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모잠비크, 토고, 부르키나 파소, 말리,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라
크, 타지키스탄, 키르키즈, 라오스, 가나, 베닌, 아이티, 우즈베키스탄, 케냐, 채
드, 솔로몬군도, 모리타니아, 베트남, 잠비아, 파키스탄, 수단, 몰도바, 예멘, 세
네갈, 인도, 몽골,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부탄, 니카라과, 코트디브와르,
가이아나

1000~
5000

카메룬, 볼리비아, 온두라스, 필리핀, 스리랑카, 이집트, 콩고공화국, 인도네시
아, 파라과이, 그루지아, 시리아, 아제르바이젠, 아르메니아, 모로코, 바누아투,
중국, 우크라이나, 앙골라, 요르단, 통가, 엘살바도르,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스와질랜드, 과테말라, 알바니아, 콜롬비아, 태국, 몰디브, 에콰도르, 페루, 이
란, 튀니지, 마케도니아, 벨라루스, 나미비아, 알제리,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불가리아, 피지, 자메이카, 벨리즈, 카자흐스탄, 세인트루시아, 브라질, 코스타
리카,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파나마, 우루과이, 터키, 말레이시아

5000~
10000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러시아, 모리셔스, 가봉, 레바논, 보츠와나, 리
비아, 라트비아, 칠레, 멕시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10000~
20000

에스토니아, 오만, 헝가리,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몰타, 사이프러스, 대한민국,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바하마, 바레인, 그리스

20000~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쿠웨이트, 이탈리아, 오스트
레일리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미국,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기타

벨기에, 영국령 버진군도, 케이만군도, 콩고민주공화국(자이레), 독일, 괌, 레소
토, 마카오, 마샬군도, 모나코, 미얀마, 북마리아나, 팔라우, 카타르, 사모아, 세
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 대만, 미국령 사모아, 니제르, 푸에르토리코, 동
티모르, 마이크로네시아연방, 가자지구,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버
뮤다, 바베이도스, 네덜란드령 앤트라스, 아루바, 브루나이, 키리바시, 쌍토메
프린시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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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내 기업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1997∼2006)
1997~2000

2001~2004
2005

4년 누계

아시아
중동

연 평균

(천달러, 건수)

4년 누계

2006

연 평균

6,728,691 1,682,173 8,947,947 2,236,987 3,931,859 6,059,314
(3,175)
(794)
(8,049)
(2,012)
(2,990)
(3,472)
130,413
(11)

32,603
(3)

106,003
(27)

26,501
(7)

130,242
(16)

391,231
(34)

북미

4,726,514 1,181,629 4,512,435 1,128,109 1,277,094 2,141,762
(1,401)
(350)
(2,410)
(603)
(1,099)
(1,334)

중남미

2,250,176
(123)

562,544
(31)

유럽

2,258,425
(218)

564,606 4,027,122 1,006,781
(55)
(307)
(77)

644,604 1,195,087
(140)
(166)

935,407
(115)

233,852
(29)

307,168
(45)

527,255
(60)

아프리카

401,949
(43)

100,487
(11)

114,815
(34)

28,704
(9)

113,384
(19)

214,134
(20)

대양주

424,041
(153)

106,010
(38)

267,166
(274)

66,792
(69)

152,839
(80)

202,264
(99)

합계

16,920,209 4,230,052 18,910,895 4,727,724 6,557,190 10,731,047
(5,124)
(1,281)
(11,216)
(2,804)
(4,389)
(5,185)

주 : ( ) 내는 건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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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해외직접투자 관련 선행연구
정의 효과

부의 효과

시장
규모
(GDP)

Scaperlanda & Mauer(1969), Kobrin
Swedenborg(1979), Nigh(1985),
(1976), Dunning(1980), Green &
Ajami & BarNiv(1985)
Cuuinghan(1975), Culem(1988), Yu(1990),
Loree & Gusinger(1995), Globerman &
Shapiro(1995), Bandera & White(1968),
Billington(1999), Kravis & Lipsey(1982),
Lunn(1980), Nigh(1985), Papanastassiou &
Pearce(1990), Sader(1993), Schmitz &
Bieri(1975), Pistoresi(2000), Root &
Ahmed(1979), Sader(1993), Schmitz &
Shamsuddin(1994), Swedenborg(1979),
Tsai(1994), Wheeler & Mody(1992)

성장률

Bandera & White(1968), Schneider &
Frey(1985), Culem(1988), Billington(1999)

노동
비용

Ridel(1975), Saunders (1982), Culem(1988),
Schneider & Frey(1985), Cushamn(1987),
Yu(1990), Woodward & Rolfe(1993), Caves
(1974), Swedenborg(1979), Nakani (1979),
Wheeler & Mody(1992)

Gruber, Mehta & Vernon(1967),
독점적
Grubaugh(1987), Yu(1990), Hennart &
이익
Park(1994), Denekamp(1995)

개방성

의미 없음

Nigh(1988),
Tasi(1994)
Owen(1982), Agodo(1979), Buckley &
Cunning(1976), Tu & Schive(1995),
Bloberman & Shapiro(1999), Ajami &
BarNiv(1985), Boldsbrough(1979),
Saunders(1982), Flamm(1984),
Schneider & Frey(1985),
Culem(1988), Schamsuddin(1994),
Pistoresi(2000)

Owen(1982),
Gupta(1983),
Lucas(1990),
Rolfe & White(1991),
Sader(1993),
Tsai(1994)

Ajami & BarNiv(1985)

Woodward & Rolfe(1993),
O’Sullivan(1985), Edwards(1990)

Lim(1983), Root & Ahmed(1978),
Hartman(1984), Gruber & Mutti
(1984), Hines & Rice(1994), Loree &
Guisinger(1995), Cassou(1997),
Kemsley(1998), Barrel & Pain(1998),
Billington(1999)

Wheeler & Mody
(1992), Jackson &
Markowski(1995),
Yulin & Reed(1995),
Porcano &
Price(1996)

Lall & Siddharthen(1982), Hennart &
Park(1985), Kummer(1987), Schmitz &
Bierie(1972), Lunn(1980)

Scaperlanda & Mauer(1969), Caves
(1974), Agodo(1978), Owen(1982),
Saunders(1982), Culem(1988)

Beaurdeau(1986),
Lonigen &
Feenstra(1996)

조세,
인센티브

무역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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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vis & Lipsey(1982), Culem(1988),
Edwards(1990), Pistoresi(2000)

자료 : 고석남(2006)에서 재인용

Schmiz &
Bieri(1972),
Wheeler &
Mody(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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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우리나라와 투자대상국간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 단순비교

본 부록에서는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DBI 3개 항목, 세율 및 시간당 노동
비용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을 OECD 국가를 포함
한 각국과 단순·비교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및 창업과 관련한 기업경영 여건은 양호하지는 않았으나 신용획득을 위한
제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과 시간당 노동비용 등과 관련
한 기업경영 여건은 자료부족 등으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먼저 DBI 3개 항목을 단순·비교하기 위하여 2006년도 자료를 이용하였
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경직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하였
으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기 어렵고 해고비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표 A5-1

노동시장 관련 여건
채용
난이도1)

근로시간
경직성1)

해고
난이도1)

고용
경직성2)

채용비용3)

해고비용3)

한국

11.0

60.0

30

34

17.5

91.0

전체 평균

35.4

43.9

33

37.5

16.2

50.9

OECD 평균

26.6

46.9

28.3

34

22.9

33.5

주 : 1)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노동시장의 여건이 좋음을 의미
2) 채용난이도, 근로시간 경직성, 해고난이도 등 3개 항목 점수의 평균
3) 주당 임금으로 표시된 비용
자료 : 세계은행

표 A5-2

창업 관련 여건
창업 절차

창업 소요 일수

창업 비용1)

최소 창업자본1)

한국

12.0

22.0

15.2

175.9

전체 평균

9.3

42.7

65.6

153.9

OECD 평균

6.7

18.4

18.4

78.9

주 : 1) 일인당 소득대비 비율
자료 :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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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반영하여 주당 임금으로 표시된 근로자 채용비용은 OECD 평균보
다 낮았으나 해고비용은 대략 3배 수준이었다. 전체 155개 조사대상국중 우
리나라 노동시장 관련 여건 순위는 110위로 나타났다(<표 A5-1>).
<표 A5-2>는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창업 관련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에 소요되는 절차의 경우 우리나라(12.0)는 OECD 국가 평균(6.7)에 비해
대략 두배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하는 데 소요되는 일수와 창업관련
비용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창업하는 데 필요한 최소자본은 OECD 평균에 비해 두배 이상이
었다. 전체 조사대상 155개국중 창업과 관련한 우리나라 순위는 116위에 머
물렀다.
기업이 신용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여건중 대출자와 차입자의 권리를 보
호하는 법률적 장치는 OECD 평균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용정보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여건도 OECD 수준이었다. 한편 국내의 민간기
관에 의한 신용정보 축적은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공공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축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5개 국가중 우리나라의 신용획득
관련 여건 순위는 21위로 조사되었다(<표 A5-3>). 한편 세계은행 DBI 10개
항목을 모두 포괄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관련 여건은 전체 155개국
중 23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2006), 관세(2002)46), 노동
표 A5-3

신용획득 관련 여건
법률적 권리 보호1)

신용정보 지수2)

공공 신용정보 범위3) 민간 신용정보 범위3)

한국

6.0

5.0

0.0

76.6

전체 평균

4.8

2.9

4.1

19.3

OECD 평균

6.1

4.9

7.1

57.3

주 : 1) 0부터 1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법률적으로 권리가 잘 보호됨을 의미
2) 0부터 6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정보 획득이 양호함을 의미
3) 전체 성인중 정보획득이 가능한 성인의 백분비율
자료 : 세계은행
46) 우리나라 관세 통계가 2002년도에 나와 있어 2002년 수준을 비교하였다.

286 제 2 부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및 국내투자와의 관계
표 A5-4

법인세 및 시간당 노동비용 관련 여건
법인세1)

관세2)

시간당 노동비용3)

한국

27.5

7.8

12.9

전체 평균

27.3

10.1

13.2

OECD 평균

28.5

4.7

20.8

주 : 1) 89개국 대상; KPMG
2) 130개국 대상; 세계은행
3) 단위는 미국 달러로 52개국 대상; IMD

비용(2005)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표 A5-4>).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전체 89개 대상국의 평균 수준인 27.5%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 관세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전체 국가의 평균
을 하회하였다. 임금과 성과급 등을 포함한 노동비용의 경우 우리나라 시간
당 노동비용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체 52개 대상국가의 평균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IMD의 52개 설문조사 대상국가중 30개국이 고임
금국가인 OECD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비용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
준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OECD에 속하지 않는 22개 국가의 시간당 노동
비용은 3.6달러로서 우리나라의 27.9% 수준이었다.

제 5 편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부록 6

표 A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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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석

기업경영 관련 여건과 해외직접투자(2000년도 이후)
종속변수 = 해외투자금액의 log값
(busi → 3개 항목 평균 이용)

(busi → 전체 순위를 이용)

busi

8.203***
(0.001)***

7.700***
(0.000)***

tax

0.002***
(0.965)***

0.012***
(0.672)***

tariff

0.044***
(0.619)***

0.039***
(0.649)***

comp

-0.263***
(0.002)***

-0.266***
(0.000)***

patent

-5.37e-05***
(0.002)***

-5.64e-05***
(0.001)***

ln(surf)

0.001***
(0.993)***

-0.135***
(0.491)***

ln(gdp)

3.419***
(0.000)***

2.675***
(0.001)***

ln(pop)

-0.741***
(0.353)***

0.079 ***
(0.923)***

ln(dist)

-2.022***
(0.001)***

-1.930***
(0.001)***

관측치 수

R

2

113
0.654***

주 : ( ) 내는 유의수준. ***는 1%에서 유의함을 의미

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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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6-2

기업경영 관련 여건과 해외직접투자(중소기업 투자)
종속변수 = 해외투자금액의 log값
(busi → 3개 항목 평균 이용)

(busi → 전체 순위를 이용)

busi

11.459***
(0.000)***

6.465***
(0.000)***

tax

0.084***
(0.060)***

0.087***
(0.064)***

tariff

-0.034***
(0.677)***

0.000***
(0.992)***

comp

-0.249***
(0.000)***

-0.268***
(0.000)***

patent

-3.96e-05***
(0.009)***

-4.48e-05***
(0.004)***

ln(surf)

-0.492***
(0.010)***

-0.628***
(0.002)***

ln(gdp)

2.528***
(0.000)***

2.421***
(0.002)***

ln(pop)

0.592***
(0.408)***

0.698 ***
(0.377)***

ln(dist)

-0.702***
(0.189)***

-0.955***
(0.085)***

관측치 수

R

2

113
0.654***

주 : ( ) 내는 유의수준. *, ***는 각각 10%, 1%에서 유의함을 의미

0.674***

제 5 편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부록 7

실증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 특성과 상관관계

표 A7-1

설명변수 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ax

31.127

7.076

12.5

48.0

tariff

6.913

5.742

0.0

34.05

comp

10.969

8.451

0.137

30.90

patent

6244.9

23323.2

2.0

133960

ln(surf)

12.389

2.482

6.522

16.654

ln(gdp)

26.180

1.221

22.751

29.189

ln(pop)

16.819

1.701

12.560

20.985

ln(dist)

8.929

0.731

6.876

9.876

표 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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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간 상관관계
tax

tax

1.000

tariff

0.2591

tariff

comp

patent

ln(surf)

ln(gdp)

ln(pop)

1.0000

comp

0.0938 -0.5811

1.0000

patent

0.3809 -0.1096

0.2550

1.0000

ln(surf)

0.4910

0.6434 -0.2569

0.0531

1.0000

ln(gdp)

0.5110

0.1279

0.2264

0.5578

0.3839

1.0000

ln(pop)

0.4550

0.6826 -0.4154

0.2624

0.6854

0.7049

ln(dist)

-0.0093

0.1216 -0.0764 -0.5453

1.0000

0.2348 -0.4037 -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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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수년간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투자 및 고용 증
가로의 파급효과가 미약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해외투자1)는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부에서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02~2006년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를 원화
기준(실질)으로 환산하여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해외투자는 연평균 18% 증가
한 데 반해 국내투자는 연평균 2.9% 증가에 그치고 있다.2)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1990년대 들어 본격화하기 시작한 후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초
반 잠시 조정을 거친 후 최근 다시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다만 국내연구의 경우 주로
수출 또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서영경·이한녕 2002,
신현열·오진석 2005, 박승록 2005) 국내투자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간 관계를 살펴본 국내 기존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관계에 관한 일관성은 발견할 수
없다. 먼저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정(＋)의 수출효과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부(－)의 수출효과 및 무역수지 악화
효과를 가져 전반적으로는 해외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
는 것이다(김영찬·김정규 1997, 서영경·이한녕 2002). 한편 해외직접투자와
1) 본고에서 해외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해외직접투자는 OECD(2006)의 정
의대로 장기적인 이해관계(lasting interest)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해외투자로서 모기업에 의한 해외
자회사 지분 획득(통상 10% 이상), 모기업으로부터 해외자회사로의 순부채 흐름, 해외자회사의 유
보수익중 재투자분이 포함된다.
2) 동 기간 달러기준으로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30%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 원화가 연평균 6.5% 절상
되었으므로 환율변동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로 환산한 뒤 소비자물가지수(2000＝100)를 고려, 실질화하였다. 명목달러기준 및 실질원화기준 추
이는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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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간의 관계는 주로 탈산업화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해외직접투
자가 탈산업화를 초래한다는 견해(이홍식·강성진 2006)3)가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전반적으로는 제조업공동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지만 투자
유형별로 나누어 볼 때 시장접근형 해외투자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생
산비용절감형 해외투자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신현열·오진석 2005).4) 투자와 수출, 투자와 고용이 대체로 정(＋)의 상
관관계를 가진다고 본다면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일
률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해외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Stevens and Lipsey 1992, Belderbos 1992,
Feldstein 1995, Desai et al. 2005a, 2005b). 그러나 이들 연구도 상당히 대조
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Belderbos(1992), Stevens and Lipsey(1992)와
Feldstein(1995)은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간에 명백한 대체관계가 있음을
보인 반면 Desai et al.(2005a, 2005b)은 양자간에 강한 보완관계가 있음을 보
이고 있다.
이상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를 반드시
구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유추나 해석이 가
능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즉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간에 어떤 관련
성이 존재하는 것인지, 관련성이 있다면 보완관계인지 대체관계인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접
투자가 경제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작지만
Belderbos(1992)가 지적했듯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경제내 비중이 큰 다국
적기업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산업공동화 등 해당경제에 중장기
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5)

3) 이 경우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 분석이며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4)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해외투자를 행한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60%(투자금액 누계기준)가 투자
동기로서“시장확대”
를 들고 있고“저임활용”
은 14%에 그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말 현재 해외직접투자 누계치는 실질 원화기준으로 55조원(명목달러기준
695억달러)으로 GDP의 7.3%에 불과하여 OECD 평균(2003년 현재)인 25.8%보다 현저히 낮다. 여타
OECD국가와의 비교는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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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임금, 미국 및
EU와의 무역마찰, 플라자합의 이후 급격한 엔화절상 등을 배경으로 해외직
접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산업공동화 논의가 급부상하기도 하였다. 이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명목달러 기준)이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 미만이던 것이 1989년에는 2.3%까지 치솟는 등 단기간
에 그 규모가 급팽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동 비중이 1% 미만에서 움직이고 제
조업 해외직접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 미만에 머무는 등 해
외직접투자가 국내생산 및 투자를 본격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억제하여 오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해외직접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준으로 2006년 현재 1.21%, 제조업의 경우 0.57%로 일본(2004
년 현재)의 0.77%, 0.3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6)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
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향후 거시경제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도 매우
절실하다.
본고는 기존 연구중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관
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본모형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분기시계열자료와 13개
제조업종의 연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먼저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기존연구를 개관한다.
아울러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간 관계를 간단히 분석
한다.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에서 도출한 기본모형을 기초로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고 거시총량지표의 분기시계열자료와 제조업 업종패널자료를 이용하
여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Ⅳ장에서
는 결론과 함께 이론적·실증적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을 정리하였다.
6) 일본의 경우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전반 0.20% 수준에서 움직
이다가 1989년에 0.55%(1999년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고치)까지 상승하였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해
외직접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는 <부록 3>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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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1. 기존연구 개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 및 자본스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문헌은
크게 세 가지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금
융면에서의 상호관련성에 주목하는 견해(Stevens and Lipsey 1992,
Belderbos 1992, Feldstein 1994)가 있다. 둘째, 생산면에서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견해(Desai et al. 2005a, 2005b)가 있다. 두 견해는 개별 다국적기
업 차원에서의 이윤극대화와 이에 따른 최적 투자결정이라는 관점에서의 분
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셋째, 기업차원의 미시적 결정보다는 산
업의 기술적 특성, 산업구조, 그리고 이에 따라 결정되는 산업별 투자동기,
투자대상 지역 등이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보다 중
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Braunerhjelm and Oxelheim 2000, Hejazi and
Pauly 2003, Braunerhjelm et al. 2005). 본장에서는 이들 견해에 대해 차례
대로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해외투자와 국
내투자간 관계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가. 금융경로를 강조하는 견해
동 견해의 공통점은 다국적기업은 투자결정시 통상 자본제약에 직면한다
는 것과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가정은
투자자에 대한 적정배당률이 시장에 의해 외생적으로 정해지고 기업이 목표
로 하는 부채/자산 비율이 주어지는 등 다국적기업이 국내외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이 기업전체적으로 고정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금
융시장이 불완전하여 외부자본보다는 내부자본이 먼저 투자에 사용되고
(pecking order theory) 뒤에 선택되는 투자프로젝트일수록 외부자금 조달
필요성과 이에 따른 파산가능성 증가로 리스크 프리미엄 등 한계비용이 늘
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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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에 대한 결정은 자본제약하 이윤
극대화 과정을 통해 상호의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국내요인이 해외
투자에, 그리고 해외요인이 국내투자 결정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
리고 양자간에 상호의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그 관계가
금융면에서의 제약 때문에 대체적이라는 것이 본 견해의 주요 내용이다.
수익이나 비용면에서 해외투자가 선호되어 먼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투자는 기업단위의 가용자본이 고정되어 있고 한계비용이 상승하는 상
황에서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Stevens and Lipsey(1992)는 기업단위의 부채/자산 비율이 높아지면 국내
투자든 해외투자든 모두 부(－)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가 자본제약을 통해 대체관계가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7개 미국 다
국적기업의 20여년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별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함수를 따로 추정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다국적기업 전반의 부
채/자산 비율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에 모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지역별 투자가 상호 대체관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였다.
한편 Belderbos(1992)는 자본제약과 불완전한 자본시장을 가정하되 국내
외투자간 대체관계를 보다 명시적으로 도입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였고 실
증분석도 소수의 다국적 기업자료가 아닌 산업수준에서 집계화된 자료를 이
용함으로써 분석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고 있다. 그녀는 다국적기업이 금융제
약하에 가용자본을 투자지역간 입지적 우위(locational advantage)7)의 차이
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모형화함으로써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가 대체관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가설화하였고 산업수준의 집계자료 분석을 통해 동 가설
이 뒷받침되는지 살펴보았다. 네덜란드의 2개 업종(음식료업과 금속 및 전자
산업, 1978~1984년)과 10개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네덜란드와 비교한 다른 국가의 상대적인 입지적 우위(시장크기, 투자수익률
및 환율)가 클수록 국내투자 대비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7) 이러한 입지적 우위의 결정요인으로는 요소비용, 수송비용, 시장에 대한 접근성, 무역장벽 등 규제
제도와 시장규모 등이 있다.

298 제 2 부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및 국내투자와의 관계
나타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에 대체관계가 성립함을 보였다.
한편 보다 일반균형적인 접근을 취하지만 자본제약을 통한 경로를 중시하
는 견해로서 Feldstein(1994)이 있다. 그는 다국적기업의 투자결정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은 해외직접투자가 경제전체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를 분석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반균형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
다. 즉 어떤 기업이 주로 현지조달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했을 때 동
기업이 국내에서 수요했을 자본을 다른 기업이 국내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해외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투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국내투자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해외직접투자가 없었으면 국내
에서 사용되었을 자본이 해외직접투자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고 해외에서 유
입되는 자본규모가 유출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
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횡단면분석을 시도하였고
국내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간에 유의한 부(－)의 관계가 성립하며 해외자회사
의 자산이 1달러 증가할 때 미국 국내 자본스톡은 0.2~0.4달러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8)
이상과 같이 자본제약에 초점을 맞춘 견해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부분균형
접근이든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일반균형 접근이든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
자간에 대체관계가 있음을 보인 점에서 공통적이며 Desai et al.(2005a)이
명명하였듯이 대체관계를 중시하는 견해(diversion view)라 볼 수 있다.

나. 생산경로를 중시하는 견해
Desai et al.(2005a)은 부분균형분석에 입각하되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간 상
호작용의 주된 경로는 금융제약이 아니라 생산측면이라고 본다. 동 연구에
따르면 국내외투자간 대체관계를 주장하는 견해는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
8) 그가 실증분석에 이용한 모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GDI/GDP＝f(GNS/GDP, FDIOUT/GDP, FDIIN/GDP, 인구, 인플레이션율, 경제성장률, 단기이자율)
8) 여기서 GDI는 국내투자, GDS는 총저축, FDIOUT은 해외직접투자, FDIIN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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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상당부분의 자금을 조달하
는 등 투자재원이 가변적이라면 금융제약은 그리 중요한 상호작용의 경로가
아니라는 것이다.9) 이를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이윤 극대화를 위한 필요조건에 의하면 식(1)과 같이 자본의 한
계생산이 한계비용과 같아야 한다.
∂Q (D, F, Z)
＝λ
∂D

(1)

여기서 Q 는 생산함수, D는 국내자본스톡, F는 해외자본스톡, Z는 기타 투
입요소, λ는 자본의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이 때 D와 F간 생산면에서의 상
호의존성과 금융면에서의 상호의존성은 각각 식(2)와 식(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Q
≠0
∂D∂F

(2)

λ＝λ(F)

(3)

그런데 생산과정상의 상호의존성은 해외직접투자의 형태가 수평적인지 수
직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시장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 국내 생산시설과 거의 유사한 시설을 해외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전하
는 수평적 해외직접투자(horizontal FDI)인 경우 최종재 수출을 대체함으로
써 직접적으로 국내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렇게 진출한 해외자회사가
국내 본점의 여러 기능(광고, R&D 등)을 활용·수요하는 경우 국내투자가
간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도 국내 본점과 수직적 분업관계
에 있는 기능을 해외에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수직적 해외직접투자(vertical
FDI)인 경우10)에는 속성상 국내외 투자는 상호보완적이며 해외투자가 국내
9) 실제로 Feldstein(1994)에 따르면 1989년 현재 미국 해외자회사가 보유한 총자산의 60% 정도가 미국
내 모기업이 아닌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0) 수직적 연관관계를 가지는 해외진출은 전후방 모두 가능하다. 전방으로는 조립공장 설립 또는 마
케팅이나 판매를 위한 자회사설립이 해당되고 후방으로는 원자재 획득, 주요부품 생산기술 획득을
위한 진출이 해당된다. 어느 경우나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는 상호보완적인 국내투자를 유발한다.

300 제 2 부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및 국내투자와의 관계
투자를 유발하는 정도도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훨씬 크게 마련이다.
이처럼 국제자본시장의 발달로 다국적기업의 금융제약이 큰 문제가 아
니라면 이들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경로를 통
해 결정되지만 해외투자의 유형이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에 따라 해외투
자의 총체적인 효과는 국가별·시기별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게 된
다. 즉 생산경로를 강조할수록 금융경로를 중시하는 견해에 비해 국내외투
자간 관계에 대한 선험적 예측은 곤란해지며 경험적 발견이 보다 중요해
지는 것이다.
Desai et al.(2005a)은 미국 다국적기업의 국내외 투자관련 총량지표에 대
한 시계열분석 결과 양자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11)
또한 이들은 미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패널(1982~1999년) 분석을
통해서도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간에 역시 강한 정(＋)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
을 발견하였다(Desai et al. 2005b).

다. 산업구조를 중시하는 견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산면에서
의 보완성 또는 대체성에 의존하므로 거시적 측면 또는 기업수준의 분석보
다는 기업의 전문화 정도나 산업조직 형태를 반영하는 산업수준에서의 분석
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업수준에서의 분석은 개별 다국
적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할 수는 있으나 해
당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가 동종산업내 다른 기업, 예를 들면 부품소재 등
생산과정상 수직적 연관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산업수준의 분석에서는 산업
조직 형태에 따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포괄하여 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Braunerhjelm and Oxelheim(2000)과 Braunerhjelm et al.(2005)은 산업
11) 미국 다국적기업의 국내자본지출 총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들 기업에 속한 해외자회사
의 해외자본지출 총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통제변수로서 미국
국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저축률과 외국기업의 미국내 자본지출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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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술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집약적 산업(Schumpeterian(S) industry)과 전
통산업(Heckscher-Olhin(HO) industry)으로 나누고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
자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12) 스웨덴의 8개 산업
을 대상으로 한 Pooled OLS 및 패널분석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국내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의한
대선진국 투자는 국내투자를 유의하게 대체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Hejazi and Pauly(2003)는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따라 국내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캐나다를 대상으로 15개 업
종의 1984~1995년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투자동기가 시장
접근인 경우 국내의 중간재 생산과 산업내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해외투자와
국내투자는 정(＋)의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투자동기가 인건비
등 요소부존도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한 것일 경우 국내생산을 대체함으로써
부(－)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캐나다 기업에 의
한 미국, 영국 등 대선진국 투자는 국내투자에 대해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가지거나 영향이 없지만 기타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투자의 주요 동기가 시장접근인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국내투자를 늘리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개발집
약도가 높은 산업의 해외투자는 투자대상 지역에 상관없이 국내투자를 촉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상 산업구조를 강조한 견해는 산업의 기술적 특성 및 투자동기가 국내
투자와 해외투자간의 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
만 그 분석결과는 대상 국가 및 기간에 따라 여전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를 중시한 견해는 이론적 근거가 다소 약하다는 단
12) S산업은 연구개발집약도가 높고 상품차별화 정도가 높으며 규모의 경제도 개별 생산단위보다는
기업단위에서 작동하는 산업으로 생산이 지역적으로 분산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유리한 산업이다.
반면에 HO산업은 연구개발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주된 경쟁력이 숙련노동 등 전통적 요소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 생산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며 규모의 경제가 개별 생산단위에서 발휘되는
산업이다.
13)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연구개발투자와의 관련성을 직접 살펴본 연구로 Goedegebuure(2006)가 있
는데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1996~2000년간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국
내설비투자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국내 연구개발투자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그 정도는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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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도 불구하고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분석이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간 관
계를 결정하는 내부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거나 내생성이나 동시성
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기업자료를 이용할 경우 분석결과의 대표성이 크게 의심될 수 있다는 점 등
을 부각시킨 것이 큰 기여라 할 수 있다.

2. 이론모형을 통한 분석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제약에 초점을 맞출 경우 해외투자와 국내투
자는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생산에서의 상호관련
성을 도입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도 보완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Desai et al.(2005b)의 모형을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동 모형을 이용할 경우 대체관계 및 보완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모두
포괄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이윤함수가 다음의 식(4)와 같다고 하자.
π＝Q(D, F, Z, h, k)－λ(D, F, Z, h, k)

(4)

여기서 Q, λ, D, F 및 Z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h는 국내생산에 영
향을 주는 요인, k는 해외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의미한다. 이윤극대화
의 1계조건중 하나는 국내외 자본량 변화에 따른 한계생산과 한계비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자본에 대해 동 조건은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 (D, F, Z, h, k)
∂λ(D, F, Z, h, k)
＝
∂D
∂D

(5)

만약 해외투자나 국내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h, k)이 변화하지만 다른
지역의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5)의 균형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
우를 상정해보자. 해외요인(k)이 변화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의 식(6)이
성립하게 되며 이를 정리하면 식(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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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dD dF
∂2Q dF
∂λ2 dD dF
∂2λ dF
＋
＝
＋
∂D2 dF dk ∂D∂F dk
∂D2 dF dk ∂D∂F dk

(6)

∂2Q
∂2λ
－
∂D∂F ∂D∂F
dD
＝－
∂2Q
∂2λ
dF
－
2
∂D
∂D2

(7)

이로부터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관계는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의 형태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dD/dF의 부호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그 부호를 예측해볼 수 있다. 첫째, 해외생산과 국내생산이 생산면에
서 관련성을 가지지만 비용면에서는 상호독립적인 경우, 둘째 양자가 생산
면에서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비용면에서 상호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관련되는 경우이다.
먼저 생산면에서 양자가 관련성을 가지고 비용면에서 분리되는 경우를 살
펴보자. 분석의 편의를 위해 생산의 경우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2Q /∂D2＜0) 비용함수가 D와 F에 대해 선형으로 표현된다고 하자. 이 경
우 식(7)에서 보듯이 ∂2λ/∂D∂F와 ∂2λ/∂D2이 0이 되어 dD/dF의 부호는 궁극
적으로 ∂ 2Q /∂D∂F의 부호에 의존하게 된다. 만약 해외자본과 국내자본이
상호보완관계를 가지는 경우 ∂2Q /∂D∂F＞0이 되어 dD/dF＞0이 성립되나 대
체관계에 있는 경우 dD/dF＜0이 된다.
다음으로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이 생산면에서 분리되지만 비용면에서 상호
관련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역시 분석의 편의를 위해 한계비용이
체증하고 생산함수가 D와 F에 대해 선형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하자. 이 때
∂ 2Q /∂D∂F와 ∂ 2Q /∂D 2는 0이 되고 ∂ 2λ/∂D 2＞0이 되어 dD/dF의 부호는
∂2λ/∂D∂F에 의존하게 된다. 앞서 자본제약을 강조한“대체중시 견해”
와같
이 해외투자가 금융비용의 체증적 증가를 초래한다면 ∂2λ/∂D∂F는 양이 되
어 dD/dF＜0이 성립하므로 이들의 이론적 예측과도 부합된다. 그러나 해
외투자 및 생산의 증가가 다국적기업 공통의 고정비용, 예를 들면 광고, 마
케팅, 연구개발비 등의 분산을 통해 한계비용을 낮춘다면(비용 측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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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효과), 더욱이 이를 통한 한계비용 감소가 자본제약에 따른 한계비용
증가를 능가한다면 ∂2λ/∂D∂F＜0이 되어 dD/dF＞0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현실적인 경우로 해외생산과 국내생산이 생산 및 비용면
에서 모두 관련성을 가지며 한계생산체감 및 한계비용체증의 법칙이 성립한
다고 하자. 이 경우 식(7)의 분모는 0보다 작으므로 dD/dF의 부호는 분자의
부호에 의존하게 된다. 이때“대체중시 견해”
의 주장에 따라 자본제약이 어
느 정도 존재하지만 Feldstein(1994)이 지적하였듯이 그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기업 전체적으로 비용면에서의 보완효과가 동시에 존재하여 ∂2λ/∂D∂F
가 0에 가깝다고 하자. 이 경우 생산면에서 보완·대체관계가 dD/dF의 부
호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면에서의 보완관계를 고려하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는 반드시 상호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산함수가 CES함수라고 가정하면 다음 식(8)과 같이 표
현된다.
ω

Q(D, F, Z, h, k)＝a[bD－β＋cF－β＋eZ－β]－ β

(8)

여기서 요소간 대체탄력성은 1/(1＋β
)이며 ω
는 생산의 동차성(homogeneity)
을 나타낸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비용함수는 D와 F에 대해 선형이라고 가
정하면 식(8)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식(9)로 표현된다.

dD
∂2Q/∂D∂F
＝－ 2
＝
dF
∂ Q/∂D2

D
c(ω
＋β
)
F
D
F
b(1－ω
)( )－β＋c(1＋β
)＋e(1＋β
)( )β
F
Z

(9)

이때 만약 lim β→ 0이면 생산함수는 콥더글러스(Cobb-Douglas)함수가
되며 식(9)는 식(10) 및 식(11)과 같이 간소화된다.
dD
D
D
cω
＝
＝ζ (ζ는 상수)
dF
F
b(1－ω
)＋c＋e F

(10)

dD
dF
＝ζ
D
F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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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ζ는 해외투자에 대한 국내투자의 탄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함수나 비용함수의 형태에 대해 적절한 제약을 가하고 국
내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에 의해 해외투자가 변화한다면
국내투자/국내자본스톡과 해외투자/해외자본스톡 간에는 식(11)과 같은 선형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국내투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서
해외투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변수(도구변수)를 찾을 수 있다면 동
식을 추정함으로써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관계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III. 실증분석
1. 기본모형
이론적 분석에서 도출된 식(11)을 기본으로 하되 국내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추정모형을 식(12)와 같이
설정하였다.
DIt
FDIoutt
FDIint
＝f [
,
, 전기경제성장률,
NCAPt－1
SFDIoutt－1 SFDIint－1
실질금리, 실질임금상승률, 환율변동]

(12)

여기서 DI는 국내투자, NCAP는 국내 순자본스톡, FDIout은 해외직접투자,
SFDIout은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FDIin은 외국인직접투자, SFDIin은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을 나타낸다.
FDIin을 포함한 이유는 많은 관련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국내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14) 전기 경제성장률은 투자기회 또는 수익성을 대리하는 변수이며
14) 외국인직접투자가 M&A가 아닌 Greenfield형 실물투자인 경우 동 부분이 국내투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DI변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제외한 순수한 국내투자이어야 하나 자료의 제약상 분리가 불
가능하여 전체 국내투자를 사용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을 추가로 보기 위해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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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시계열자료의 경우 GDP증가율을, 업종패널자료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
치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실질금리와 실질임금상승률은 각각 자본비용과 노
동비용을 대리하는 변수이다. 실질금리는 분기시계열자료의 경우 실질회사
채금리(장외3년, AA－등급 기준)를, 업종패널자료의 경우 업종별 실질차입금
평균이자율을 사용하였다.15) 실질임금은 상용근로자의 월평균임금(노동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였으며 분기시계열자료의 경우에는 전산업 분기
평균을, 업종패널자료의 경우 업종별·연도별 평균치를 이용하였다.16)
한편 환율변수를 포함한 이유는 환율이 국내투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환율변동은 국내투자를 위한 해외자본재
수입비용을 통해 국내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으로 환율은 해외투
자의 단기적 변동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중 하나로(Bayoumi and
Lipworth 1998)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비용 및 수익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
내투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할 경우 전
자의 경로가 지배적인 경우 국내투자가 촉진되나 후자의 경로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국내투자가 억제될 수도 있다. 환율변수로는 대미 달러환율(종가,
기간평균 기준)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업종패널자료의 경우 내부유동성 정도
를 나타내는 통제변수로 매출액 영업이익률(t-2, t-1, t기 평균)을 고려하였
고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3년간 매출액 영업
이익률의 표준편차도 포함하였다.17)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더미변수(dum97, dum98)를 포함하였다.

2. 통계자료
가. 분기 시계열자료
먼저 전반적인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의 관계를 보기 위해 총량지표의
1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업종별 차입금평균이자율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계산하
였다.
16) 노동부의 업종별 임금자료는 1993년부터 존재하며 동 자료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
준 23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국민계정상 업종별 명목부가가치 비중을 이용, 가중평균하
여 최종적으로 13개 업종에 대한 자료를 구하였다.
17) 제조업종별 매출액영업이익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21개 제조업종을 13개 업종으로 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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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간은 해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이
루어진 1990년대 이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18) 의미있는 분석을 위한 관측치
수 확보를 위해 분기자료를 이용하였다.
우선 유량변수로 국내투자 변수는 국민계정의 실질 총고정자본형성(주거
용 건물 제외)을 이용하였고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은행 국
제수지통계상 달러표시 분기별 수치를 평균환율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
하여 실질원화 기준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19) 한편 분기별 스톡자료는 먼
저 국내자본스톡의 경우 Pyo et al.(2006)에서 제시된 1989년 현재 전산업
실질 순자본스톡을 식(13)을 이용하여 1990년 이후 분기별 국내투자 시계열
자료와 연결하여 새로이 생성하였다.
Kt＝It＋(1－δ)Kt－1

(13)

이때 감가상각률은 표학길(2003)에서 제시된 전산업 감가상각률(연간 4.6%,
분기 1.15%)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해외자본스톡은 국제수지통계상 1980~1989
년 연간수치를 단순누적한 후 분기별 투자를 순차적으로 더해 구하였다.
우선 생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투자관련 변수의 추이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내투자 및 세부자산별 투자 추이(<그림 1>)를 보면
전체 국내투자와 설비투자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크게 조정 받은 후 증가추
세가 다소 완만해졌으며 특히 설비투자 추이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큰 조정 없이 꾸준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한편 투자율(국내투자/GDP) 추이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그 추세수준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최근까지도 감소세가 이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는 <그림 3>에서 보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4~5년간 큰 폭의 진동을 보인 후 2002년
류한 뒤 업종별 영업이익율을 단순평균하여 구하였다.
18) 해외직접투자 전체로는 2006년말 현재 누계치(695억달러)의 97%가 1990년 이후 이루어졌으며 제조
업의 경우(367억달러) 이보다 높은 98%가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시기별로는 1990~1996년간
전산업에서 21%, 제조업에서 24% 이루어졌으며, 1997~2006년간 각각 76%와 74%가 이루어졌다.
19) 이하 본절의 모든 수준변수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한 모두 원화로 환산된 실질치(단위 십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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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투자 추이

(실질, 조원)
(실질, 조원)
10
50
국내투자(좌축)
9
45
설비투자(좌축)
8
40
무형고정자산투자(우축)
7
35
30
6
25
5
20
4
15
3
10
2
5
1
0
0
1990Q1 1992Q1 1994Q1 1996Q1 1998Q1 2000Q1 2002Q1 2004Q1 2006Q1

주 : 계절조정자료임.

그림 2

투자율 추이

(%)
50
40
30
20
10
0
1990Q1 1992Q1 1994Q1 1996Q1 1998Q1 2000Q1 2002Q1 2004Q1 2006Q1

주 : 투자율은 국내투자/실질GDP이며 모두 계절조정된 자료임.

부터 다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투자와 해외직접투자를 비
교해 보면 외환위기 이후 몇 년간을 제외하면 동조적인 상승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원계열을 이용한 전년동기대비 증
가율로 두 시계열을 비교해본 것이 <그림 4>이다. 이로부터 외환위기 이전
(1991~1996년)에는 두 시계열의 동조관계가 증가율에서도 뚜렷하나 외환위
기 이후에는 동조관계가 다소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두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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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추이 비교(수준)

(실질, 조원)
50
국내투자(좌축)
45
FDI(우축)
40
35
30
25
20
15
10
5
0

(실질, 조원)
5
4
3
2
1

1990Q1 1992Q1 1994Q1 1996Q1 1998Q1 2000Q1 2002Q1 2004Q1 2006Q1

0

주 : 계절조정자료임.

그림 4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추이 비교(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30
20
10
0
-10

FDI(우축)
국내투자(좌축)

-20
-30

1991Q1

그림 5

1993Q1 1995Q1

1997Q1

1999Q1 2001Q1 2003Q1 2005Q1

(%)
250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250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실질, 조원)
4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3
2
1
0

1990Q1 1992Q1 1994Q1 1996Q1 1998Q1 2000Q1 2002Q1 2004Q1 2006Q1

-1
-2

주 : 계절조정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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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관계수는 1991~1996년 0.53에서 2000~2006년 0.20으로 낮아졌다.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기간에 따라서는 해외직접투자 규
모를 훨씬 초과하는 등 대체적으로 그 진폭이 후자보다 더 큰 패턴을 보이
면서도 전체 기간으로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5>).

나. 업종패널자료(제조업)

표1

분석 대상 업종 분류
본고

한국산업표준분류(중분류)

FDI

1

음식료품

15. 음식료품
16. 담배

음식료품

2

섬유의복

17. 섬유제품
18. 봉제의복 및 모피

섬유의복

3

신발가죽

19. 가죽, 가방, 신발

신발가죽

4

목재나무

20. 목재 및 나무

목재나무

5

종이인쇄

21. 펄프, 종이, 종이제품
22. 출판, 인쇄, 기록매체

종이인쇄

6

석유화학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5. 고무 및 플라스틱

석유화학

7

비금속광물

26. 비금속광물

비금속광물

8

1차금속

27. 제1차금속

1차금속

9

조립금속

28. 조립금속

조립금속

10

기계장비

29. 기타 기계 및 장비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기계장비
(컴퓨터 포함)

11

전자통신장비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자통신장비

12

수송기계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35. 기타 운송장비

수송기계

13

기타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6. 가구 및 기타
37. 재생용 가공원료

기타

주 : FDI의 업종분류는 한국수출입은행 DB상 분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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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1
2
3
4
5
6
7
8
9
10

2006년말 누계치 기준 10대 FDI 투자대상국가

중로바키국
미로바키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베키트키남
폴키란키드
인로바키도
홍로바키콩
영로바키국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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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달러, %)

제조업

전산업

14.29
6.84
1.74
1.63
1.36
0.86
0.86
0.78
0.64
0.59

16.98
16.72
2.42
2.39
2.18
0.98
1.01
3.00
1.98
0.61

소

계

29.59(80.7)

48.28(69.5)

전

체

36.67(100.0)

69.46(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업종패널자료는 자료의 이질성에서 오는 추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
에 국한하였으며 분석기간은 1990~2005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부업종은
한국수출입은행 FDI통계에 따라 <표 1>과 같이 13개로 구분하였다. 그밖에
외국인직접투자는 산업자원부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기계장비와 전자통
신장비의 경우 통계별로 분류가 다소 상이하여 하위업종 수준에서 재분류하
여 가능한 한 통일하였다.
한편 해외직접투자통계의 경우 다시 투자국별로 구분하였는데 대상국가는
2006년말 누계기준 상위 10개국20)에 한정하였다(<표 2>). 이들 10개 국가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80.7%(전산업의 경우
69.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으로
각각 구분하였다.21)
업종별 국내투자 자료는 국민계정상 총고정자본형성 자료가 세부업종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 제조업 전체의 연도별 총고정자본형성을 광공업통계조
20) 중국, 미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폴란드, 인도, 홍콩, 영국 및 슬로바키아이다.
21) 선진국에는 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및 슬로바키아가 포함되고 개발도상국에는 중국, 인도네
시아, 베트남, 인도 및 홍콩이 포함된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EU시장을 겨냥한 진출이 많을 것
으로 보여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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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제조업 유형자산의 연간 증가분의 업종별 분포를 이용하여 새로이 구
하였다. 그리고 업종별 국내 순자본스톡 자료는 Pyo et al.(2006)에서 제시
된 72개 세부업종별 시계열자료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9~39번까지의 업종을
재분류하여 1989년 현재 세부업종별 자본스톡을 구한 뒤 앞서 구한 업종별
국내투자액과 업종별 감가상각률22)을 식(13)에 적용하여 생성하였다. 해외직
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스톡자료는 1989년까지의 업종별 누적치에 매년
업종별 플로우를 누적시켜 연도별로 구했다.23)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2006년말 누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가별
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39.0%로 가장 많고 미국에 대한 투자는 18.6%로
그 뒤를 잇고 있다(<그림 6>). 선진 5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9.1%인 데
반해 5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51.6%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장비의 비중이 37.2%로 가장 높고 수송기계 13.8%, 섬유의복 10.3%,
석유화학 9.6%의 순이다(<그림 7>). R&D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6), 기계장
비(10), 전자통신장비(11), 수송기계(12) 등을 합한 고기술산업(HT산업)의 비
그림 6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투자국가별 구성(2006년말 누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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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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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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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숫자는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DC는 10개 분석대상국중 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및 슬로바키아의 합계, LDC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및 홍콩의 합계
22) 업종별 감가상각률(δ
)은 표학길(2003)에서 제시된 자산별 감가상각률(1987~1997년 기간의 경우 전
체자산의 경우 4.6%, 자산별로는 비주거용 건물 3.0%, 기타 건축물 1.0%, 운송장비 16.9%, 기계장비
9.2% 등)과 표학길교수가 별도로 제공한 업종별·자산별 순자본스톡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업종별
로 구하였다.
23) 해외직접투자는 1968~1989년간 누적치이며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1989년간 누적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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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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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구성(2006년말 누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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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5 2.5 4.4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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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산업분류는 1-음식료품, 2-섬유의복, 3-신발가죽, 4-목재나무, 5-종이인쇄, 6-석유화학,
7-비금속광물, 8-1차금속, 9-조립금속, 10-기계장비, 11-전자통신장비, 12-수송기계, 13기타
주 : 2) 숫자는 10개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를 100으로 했을 때의 비중
주 : 3) HT는 R&D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6), 기계장비(10), 전자통신장비(11), 수송기계(12)이며
NHT는 나머지 산업을 의미

중은 65%로 기타산업(NHT산업) 비중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1990년대 이후에 국한하여 하위 기간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1990~1996년에는 고기술산업과 기타산업 비중이 각각 55%
및 45%로 비슷하였으나 1997~2006년에는 각각 70% 및 30%로 외환위기 이
후 고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투자대상 지역별로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중에서는 외환위기 이전에도 고기
술산업 비중이 68%로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동 비중이 88%로 더욱
높아졌다(<그림 8>). 그리고 개발도상국 해외투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타산업 비중이 55%로 더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기술산업의 비중
표3

기간별, 업종그룹별 해외직접투자 추이(1990∼2006)

고기술산업
기타산업

(%)

1990~1996

1997~2000

1990~2006

20 <54.8>
24 <45.2>
<100>
(86.5억달러)

80 <69.3>
76 <30.7>
<100>
(273.1억달러)

100 (236.6억달러)
100 (123.0억달러)
(359.6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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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역별·업종그룹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구성 추이(1990∼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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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N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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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70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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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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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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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34.2
32.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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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6.5
20
12.1
10
0
1990~ 1990~ 1997~ 1990~ 1990~ 1997~ 1990~ 199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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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006 2006
1996 2006 2006
1996 2006
FI
F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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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FI는 제조업 전체에 대한 투자, FIDC와 FILDC는 선진 5개국 및 5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HT는 제조업중 고기술산업, NHT는 기타산업을 의미

이 60%로 더 높아졌다. 이로부터 외환위기 이후 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비
중이 높아진 것은 선진국투자에서 차지하는 동 산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
것과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에서 차지하는 동 산업의 비중도 같이
높아진 데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투자에

그림 9

국가별·업종그룹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구성 추이(1990∼2006)

(%)
90
79.9
HT
NHT
75.2
80
69.3
65.8
64.1
70
61.8
58.7
56.1
54.8
60
45.2
50
41.3 43.9
38.2
35.9
34.2
40
30.7
24.8
30
20.1
20
10
0
1990~ 1990~ 1997~ 1990~ 1990~ 1997~ 1990~ 1990~ 1997~
1996 2006 2006
1996 2006
2006
1996 2006 2006
FI
FIUS
FICH

주 : FI는 제조업 전체에 대한 투자이며 FIUS와 FICH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 HT는 제
조업중 고기술산업, NHT는 기타산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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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그룹별 국내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추이(제조업, 1990∼2006)

(실질, 조원)
(실질, 조원)
50
10
국내투자_NHT(좌축)
45
9
국내투자_HT(좌축)
40
8
FDI_HT(우축)
35
FDI_NHT(우축)
7
30
6
25
5
20
4
15
3
10
2
5
1
0
0
1990 1991 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 2001 2002 200320042005

주 : HT는 제조업중 고기술산업, NHT는 기타산업을 의미

국한하여 보아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9>).
이상으로부터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R&D집약도
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고기술산업에
서의 해외직접투자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크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업종그룹별로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 추이를 비교한 것이 <그림 10>
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외환위기 이후 고기술산업의 국내투자는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타산업의 국내투자는 정체상태에 있어 두 산업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3. 추정결과
가. 분기시계열 모형
DIt
분기시계열자료의 경우 단위근 검정결과 기본모형인 식(12)에서
NCAPt－1
FDIint
와
가
불안정한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관련
주요
변수의
SFDIint－1
분자를 전년동기대비 변화로 나타내어 추정하기로 한다.
먼저 통상최소자승(OLS) 추정결과를 보면 <표 4>의 첫 번째 열과 같은데
실질임금상승률을 제외할 경우 대체로 각 변수의 부호가 예측한 대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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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추정식의 설명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간에 유의성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정(＋)의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24)
그런데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 내생성이 있을 경우 동 추정결과는 일치추
정량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내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기업의 어떤 특성25)으로 인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시계열자료 추정결과 Ⅰ(전기간)1)

표4

OLS

TSLS2)

TSLS`
´2),3)

관측치수

48

46

46

분석기간

1994 Q1~2006 Q4

1994 Q2~2006 Q4

1994 Q2~2006 Q4

-0.000

(-0.10)

-0.001

-0.001

-0.491***

(3.64)

-

-0.021*

(1.68)

-0.077**

(2.44)

-0.045*

(1.85)

-0.009

(1.45)

-0.037

(0.87)

-0.037**

(2.06)

GDP증가율(t-1)

-0.001

(0.06)

-0.014

(0.65)

-0.024

(1.52)

실질금리

-0.000

(0.32)

-0.001

(0.62)

-0.001

(0.95)

-0.023**

(2.10)

-0.051**

(2.21)

-0.032*

(1.82)

-0.009

c
ΔDI
[ NCAP
]
[ ΔFDI`
SFDI` ]
[ ΔFDI`
SFDI` ]

(-1.07)
---

(-1.50)

-

---

t-1

out

out

t

in

in

t

실질임금상승률
환율변동

-0.000

(-0.04)

-0.012

(0.69)

dum97

-0.002**

(-2.06)

-0.005

(-1.07)

-0.004**

(-2.10)

(1.10)

dum98

-0.004*

(-1.66)

-0.013

(-0.88)

-0.012*

(-1.93)

Adj.R 2

0.84

0.68

0.80

D-W stat.

1.65

1.94

1.31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사용한 추정결과임.
주 : 2) 도구변수는 상수, 해외직접투자(t-1기, t-2기), 외국인직접투자(t-1기, t-2기), GDP증가율
(t-2기, t-3기), 실질금리(t-1기), 실질임금상승률(t-1기), 환율(t-1기), 그리고 1997년 및
1998년 더미임.
주 : 3)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3분기(t-2기, t-1기, t기) 이동평균치임.
주 : 4) ( )안은 t값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4) Breusch-Godfrey Serial Correlation LM test 결과 오차항에 시계열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
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예를 들면 높은 국제경쟁력, 높은 기업가정신 등을 들 수 있다.

제 6 편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의 관계 분석

317

동 변수와 추정식의 오차항이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와 마찬가지로 국내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국내 투자기회의 개
선 등 관측될 수 없는 공통된 어떤 요인에 의해 양자가 동시에 영향을 받
는 경우 마찬가지로 내생성 문제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함으로써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인 2단계최소자승법(two stage least
square)으로 모형을 다시 추정하였다(<표 4>의 두 번째 열). 그 결과 변수의
부호는 OLS 추정결과와 대체로 같으며 해외직접투자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OLS 추정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해외직접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특정 분기에 집중되어 발
생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추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표 4>의 세 번째 열과 같이 두 변수의 3분기 이동평균값
(t－2, t－1, t기 평균)을 사용하여 추가로 추정해 본 결과 유의성은 다소 낮
아지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간에 여전히 정(＋)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
인할 수 있다.26)
한편 기간별로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간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보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기간만을 대상으로 추정해본 결과 전 기간 추정
때와는 달리 모형의 형태와 상관없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앞서 보았듯이 국내 투자
와 해외직접투자 증가율 시계열간 단순상관계수가 외환위기 이전에 매우 높
았다가 그 이후 낮아진 것과 일치한다.
이상 총량지표의 분기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전기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외
환위기 이후만을 분석할 경우에는 양자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로부터 모든 산업이 포괄된 총량지표를 이용하여 국내투
자와 해외투자간 관계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양자간의 관계가 약화되기
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아직까지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구축한
26) 4분기 이동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변수의 계수값은 0.060(t값은 1.91)으
로 비슷하며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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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자료 추정결과 Ⅱ(외환위기 이후)1)

표5

OLS

TSLS2)

TSLS`
´2),3)

관측치수

36

35

35

분석기간

1997 Q1~2006 Q4

1997 Q1~2006 Q4

1997 Q1~2006 Q4

c

-0.001*** (-3.19)

-0.001*** (-1.35)

-0.001*** (-1.86)

ΔDI
[ NCAP
]
[ ΔFDI`
SFDI` ]
[ ΔFDI`
SFDI` ]

-0.062*** (-0.39)

-******

-***

-******

-***

t-1

out

out

t

in

in

t

GDP증가율(t-1)
실질금리

0.004***

(0.48)

0.001***

(0.26)

0.022***

(1.04)

0.016***

(0.88)

0.040***

(3.09)

0.048***

(2.44)

0.045***

(3.78)

-0.000*** (-0.20)

0.000***

(0.06)

-0.000*** (-0.72)

실질임금상승률

0.014***

-0.016*** (-0.30)

-0.018*** (-0.71)

(1.56)

-0.006*** (-0.21)

-0.005*** (-0.37)

환율변동

-0.006*** (-2.26)

-0.007*** (-0.71)

-0.009*** (-1.02)

dum97

-0.000*** (-0.29)

-0.001*** (-0.35)

-0.004*** (-0.20)

dum98

-0.001*** (-0.51)

-0.004*** (-0.55)

-0.002*** (-0.30)

Adj.R 2

0.87

0.81

0.86

D-W stat.

1.75

2.11

2.01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사용한 추정결과임.
주 : 2) 도구변수는 상수, 해외직접투자(t-1기, t-2기), 외국인직접투자(t-1기, t-2기), GDP증가율
(t-2기, t-3기), 실질금리(t-1기), 실질임금상승률(t-1기), 환율(t-1기), 그리고 1997년 및
1998년 더미임.
주 : 3)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3분기(t-2기, t-1기, t기) 이동평균치임.
주 : 4) ( )안은 t값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에 분석을 한정하여 국내외투자간 관
계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나. 업종패널 모형
업종패널 분석을 위한 모형은 기본모형과 같이 투자관련 변수가 유량
(flow)/저량(stock)의 형태로 나타내진다. 먼저 업종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 최소자승 추정결과를 보면 <표 6>과 같다. 전기 부가가치증가율,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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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최소자승 추정결과 Ⅰ(전체)1)

관측치수

c

전기간(1990~2005)

외환위기 이후(1997~2005)

156

117

-0.087***

(5.73)

-0.043***

(6.25)

-0.038***

(2.26)

-0.031***

(1.76)

-0.002***

(-0.61)

-0.005***

(2.46)

부가가치증가율(t-1)

-0.044***

(2.31)

-0.037***

(5.25)

out

FDI`
[ SFDI`
]
FDI`
[ SFDI`
]
out

t

in

in

t

실질금리

-0.001***

(0.59)

-0.003***

(-3.88)

실질임금상승률

-0.104***

(-2.53)

-0.063***

(-1.96)

환율변동

-0.016***

(0.21)

-0.042***

(-1.84)

매출액 영업이익률2)

-0.002***

(1.28)

-0.009***

(8.06)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표준편차2)

-0.006***

(-1.81)

-0.005***

(2.68)

dum97

-0.000***

(0.01)

-0.035***

(6.88)

dum98

-0.061***

(-1.66)

-0.024***

(-2.72)

Adj.R 2

0.56

0.67

주 : 1) 업종 고정효과 포함
주 : 2) t-2기, t-1기, t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평균 및 표준편차임.
주 : 3) ( )안은 t값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임금상승률,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표준편차 등이 예상된 부호를 가지고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동 업종내 국내
투자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유의성
은 다소 낮지만 동 관계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에는
모든 설명변수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질금리, 실질임금상승
률, 환율변동 등 비용관련 변수의 부(－)의 효과가 뚜렷한 가운데 외국인직
접투자는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기 시작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다음으로 해외투자를 대선진국(DC) 투자와 대개발도상국(LDC) 투자로 나
누어 추정해보면 지역에 따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표 7>).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국내투자
와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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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최소자승 추정결과 Ⅱ(투자지역별)1)

표7

관측치수

c
out

FDI`
[ DCDCSFDI`
]
LDC FDI`
[ LDC
SFDI` ]
FDI`
[ SFDI`
]
out

2)

t

out

out

2)

t

in

in

전기간(1990~2005)

외환위기 이후(1997~2005)

156

117

0.081***

(5.29)

0.040***

(4.26)

0.002***

(1.17)

0.003***

(0.29)

0.036***

(3.15)

0.035***

(2.24)

0.002***

(0.66)

0.008***

(2.76)

0.041***

(2.37)

0.037***

(4.86)

t

부가가치증가율(t-1)
실질금리

0.001***

(0.81)

-0.002***

(-3.69)

실질임금상승률

-0.099***

(-2.90)

-0.061***

(-2.05)

환율변동

0.011***

(0.16)

-0.037***

(-1.72)

매출액 영업이익률3)

0.002***

(1.19)

0.009***

(8.46)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표준편차3)

-0.005***

(-1.80)

0.004***

(2.16)

dum97

0.000***

(0.01)

0.030***

(5.46)

dum98

-0.057***

(-1.83)

-0.027***

(-3.22)

Adj.R 2

0.62

0.68

주 : 1) 업종 고정효과 포함
주 : 2) DC는 5개 선진국(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및 슬로바키아), LDC는 5개 개발도상국(중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및 홍콩)을 의미
주 : 3) t-2기, t-1기, t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평균 및 표준편차임.
주 : 4) ( )안은 t값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계열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형의 특성상 내생성 문제가 크
다고 보여 업종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 2단계최소자승법으로 같은 모형
을 다시 추정하였다(<표 8>). 그 결과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투자간에 정(＋)의 관계가 성립하나 패널 최소자승 추정 때와 유사하게 외
환위기 이후에는 해외투자의 계수값과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분기시계열자료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측면
이 있다.
한편 투자지역별로는 <표 9>와 같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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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2단계최소자승(Panel TSLS) 추정결과 Ⅰ(전체)1), 2)

관측치수

c

전기간(1990~2005)

외환위기 이후(1997~2005)

143

117

0.095***

(3.00)

0.082***

(3.61)

0.145***

(4.75)

0.078***

(1.91)

0.072***

(0.93)

0.014***

(0.46)

부가가치증가율(t-1)

-0.014***

(-0.71)

-0.004***

(-0.17)

out

FDI`
[ SFDI`
]
FDI`
[ SFDI`
]
out

t

in

in

t

실질금리

-0.004***

(-0.85)

-0.003***

(-1.56)

실질임금상승률

0.062***

(0.25)

-0.186***

(-1.02)

환율변동

0.093***

(0.91)

-0.020***

(-0.41)

매출액 영업이익률3)

0.001***

(0.15)

0.002***

(0.69)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표준편차3)

-0.006***

(-0.70)

0.001***

(0.77)

dum97

-0.017***

(-0.72)

0.023***

(1.18)

dum98

-0.100***

(-2.80)

-0.077***

(-2.40)

Adj.R 2

0.60

0.81

주 : 1) 업종 고정효과 포함
주 : 2) 도구변수는 상수, 해외직접투자(t-1기, t-2기), 외국인직접투자(t-1기, t-2기), 부가가치(t-2
기, t-3기), 실질금리(t-1기), 실질임금상승률(t-1기), 환율(t-1기),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
(t-1기), 매출액영업이익률 표준편차(t-1기), 외환위기 더미임.
주 : 3) t-2기, t-1기, t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평균 및 표준편차임.
주 : 4) ( )안은 t값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직접투자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은 선
진국의 경우 현지에 우수한 부품소재 기업이 존재하여 현지조달이 용이하고
또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점 때문에 기업의 현지화가 촉진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결정이 현지
시장여건 등 국내투자 결정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
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의 경우 패널 최소
자승 추정결과와는 다소 상이하게 전기간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유의성이
없으나 외환위기 이후만을 분석할 경우 국내투자와 유의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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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패널 2단계최소자승(Panel TSLS) 추정결과 Ⅱ(투자지역별)1), 2)

관측치수

c
out

FDI`
[ DCDCSFDI`
]
LDC FDI`
[ LDC
SFDI` ]
FDI`
[ SFDI`
]
out

out

out

3)

t
3)

t

in

in

전기간(1990~2005)

외환위기 이후(1997~2005)

143

117

0.153***

(1.64)

0.051***

(2.32)

0.045***

(0.67)

-0.021***

(-0.48)

0.068***

(1.03)

0.084***

(1.74)

-0.016***

(-0.36)

0.052***

(1.71)

-0.019***

(-0.71)

-0.033***

(-1.20)

t

부가가치증가율(t-1)
실질금리

0.004***

(0.92)

-0.005***

(-2.73)

실질임금상승률

-0.55**0*

(-1.86)

-0.182***

(-1.58)

환율변동

-0.029***

(-0.82)

0.041***

(0.76)

매출액 영업이익률4)

-0.001***

(-0.73)

0.007***

(1.90)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표준편차4)

-0.009***

(-0.61)

0.018***

(2.18)

dum97

0.000***

(0.037)

0.003***

(0.23)

dum98

-0.121***

(-2.45)

-0.116***

(-2.43)

Adj.R 2

0.43

0.65

주 : 1) 업종 고정효과 포함
주 : 2) 도구변수는 상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t-1기, t-2기), 외국인직접투자(t-1기, t-2기), 부가
가치(t-2기, t-3기), 실질금리(t-1기), 실질임금상승률(t-1기), 환율(t-1기), 매출액영업이익
률 평균(t-1기), 매출액영업이익률 표준편차(t-1기), 외환위기 더미임.
주 : 3) DC는 5개 선진국(미국,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및 슬로바키아), LDC는 5개 개발도상국(중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및 홍콩)을 의미
주 : 4) t-2기, t-1기, t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평균 및 표준편차임.
주 : 5) ( )안은 t값이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이는 앞에서 자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발도상
국을 대상으로 섬유, 신발가죽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해외직접투자가
보다 많이 이루어졌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에서도
고기술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투자가 다수
이루어져 국내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상당 부분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기간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에서 실질임금상승률이 매우 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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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수값을 가지는 것으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다. 즉 실질임금 상승으로부
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하면
서 국내투자가 축소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내생산과의
수직적 연관성이 높은 고기술산업에서 보다 많은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
면서 국내투자와의 보완관계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들 국가의 경우 아웃소싱 여건이 미비하여 국내로부터 자본재 및
부품소재 조달이 상당 기간 요구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이후 부품소재 수출이 크게 증가한 사실로부터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27)

IV. 결론 및 시사점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무역, 탈산업화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본고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간 관계를 보다 직접적
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해외직접투자
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거시경제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데 있
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 판단된다.
기존 국내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해
외생산과 국내생산간 대체관계를 선험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국가별, 또는 기
간별로 산업구조, 해외진출 동기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
27) 부품소재 수출(산업자원부 부품소재통계)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현재 30%에서
2006년 현재 46%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6년말 현재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많이 이루어지
는 5개 개발도상국(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홍콩)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이 전체 부품소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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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아시아 개발도상
국과 R&D집약도가 높은 고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이루어져 왔으
며 고기술산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크게 이루어진 것
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분기시계열자료와 13개 제조업종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에 대체로 유의한 보완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와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총량지표의 분기시계열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할 경우 양자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보완성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제조업 업종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전체 해외투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국내투자와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자대상지역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선진국에 대한 해
외투자는 국내투자에 대한 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국내투자에 대한
보완효과가 보다 뚜렷하고 계수의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고기술산업에서 보다 지배적으로 발생한데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이 주를 이루어 해외생산과 국내생산간 수직적 보완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부품소재
비중이 증가해온 현상과도 부합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
투자의 경우 섬유, 신발가죽 등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가
대거 이루어졌던 외환위기 이전 기간을 포함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만을 분
석할 때와 비교하여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간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국내투자를 구
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에 보완관계가
나타나거나 적어도 구축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던 이유는 고기술업종을 중심
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대거 이루어져 국내외 생산간 수직적 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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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상
황이 변화하는 경우, 예컨대 개발도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현지조달이
증가하거나 개발도상국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어 부품소재업체의 동반진출이
유리해지는 경우, 또는 투자대상국가에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한 현지화 정
책이 가속화되는 경우 현재의 보완관계는 급격히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외시장 또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산업공동화를 억제하고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간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소재 관련 원천기술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등 부품소재산업에서 아시아개도국과의 기술격차를 유
지 또는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EU 등 선진국시장에 대
한 투자는 국내투자와 대체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선진
국 투자의 경우에도 국내투자와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기업의
해외활동이 국내 R&D투자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고급기술인력 확충, R&D투
자 효율성 제고 등 국내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하부구조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규제완화 등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내기업
의 해외진출을 억제하는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노력도 지속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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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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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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