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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FDI 유출입 규모가 미미하였으나 자본시장 개방으로
유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2008년부터 해외직접투자잔액이 외국인직접투자잔액을 초과
하는 FDI 순유출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FDI 순유출 전환시점인 2008년
1인당GDP는 1.9만달러로 선진국 전환시점의 평균 2.7만달러보다 상당폭 낮았다. 또한 주
요 선진국들의 소득수준 및 FDI 유출입간 관계를 기초로 시산하면 우리나라는 현 소득
수준에서 순유입 단계인 것으로 평가되어 순유출 상황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감
안할 때 우리나라 FDI 순유출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추정 결과 대상지역의 시장규모, 개방도, 상대임금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은 생산, 수출 등 성장성이, 중소기업은 환율, 임금 등 수익성이 해외진출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IT 및 자동차 제조업의 경
우 현지시장 진출 및 노동비용 상승이 해외직접투자 증가 요인이 됨을 분석하였다.
앞으로도 생산의 글로벌화 등으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계속 늘어나겠으나 FDI 순
유출 확대는 국내 투자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FDI 유출입이 균형
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우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을 제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 확대, 신흥국 인건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상응하여 해외생산
시설을 국내로 U턴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하겠다. 아울러 국제적 분업체계 및 생
산‧판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투자‧고용간 연계효과를 높여나갈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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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가 외국인직접투
자(inward FDI)를 크게 상회하면서 2008년부터 해외직접투자잔액이 외국인직접
투자잔액을 초과하는 FDI 순유출국으로 전환되었다(<Table 1>). 그간 외국인직
접투자는 취약한 국내 기업환경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해외직접
투자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화 등 세계화 진전과 더불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해외자원 확보 및 생산요소비용 절감 목적에 의해 빠르게 증가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수출 및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
용할 수 있지만 과도한 현지생산 확대는 국내 투자 및 고용을 제약하면서 성장
기반을 약화1)시킬 우려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고정투자는 연평균
4%대 증가에 그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28% 급증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자국산업의 공동화, 내수 및 고용 감소 문제가 부각
되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해외이전기업의 본국 재이전(reshoring)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FDI의 조기 순유출 전환 상황
을 FDI 수준 평가, 결정요인 분석 등을 통해 진단하고 해외직접투자와 내수‧고
용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Table 1>

Inward and Outward FDI Outstanding in Korea
(hundred million in USD)

1995

2000

2005

2008

2012

Outward FDI(A)

133

215

367

979

2,018

Inward FDI(B)

182

437

1,048

947

1,561

Net Outflow(A-B)

-49

-222

-662

32

457

Note: Including evaluation changes caused by stock price and exchange rate
Source: UNCTAD

1) 대만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대규모 중국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제조업 공동화(hollowing out) 문제가
대두된 데 이어 노동수요 감소, 명목임금 하락 등에 의해 디플레이션 현상이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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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FDI 현황
1. 발전단계
우리나라의 FDI 유출 및 유입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규모가 미미하였으나 본
격적인 자본시장 개방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유출
이 유입보다 빠르게 확대되었다. Dunning and Narula(1996)의 투자발전단계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웃도는 4단
계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투자발전단계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1단계인 1980~1993년중
에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국내 고정투자가 빠르게 늘어
났으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잔액 비율은 각각 1.5% 및
2%를 밑도는 정도에 그쳤다. 2단계인 1994~1998년중에는 교역량 증가, 소득수
준 향상, 요소비용 상승 등과 더불어 중국과의 국교정상화3)(1992년)의 영향으

<Figure 1>

FDI Trend in Korea
(a) Flow

(b) Stock

Source: UNCTAD

2) Dunning and Narula(“The Investment Development Path Revisited: Some Emerging Issues,” 1996)에 따
르면 투자발전 1단계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단
계에 들어 경제성장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늘고 해외직접투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3단계에서
는 산업화, 기업경쟁력 향상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며 4단계
에 접어들면 해외시장확보, 비용절감 등을 위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직접
투자를 상회하게 된다. 이후 5단계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나타낸다.
3) 국교정상화 이전인 1991년중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3.4%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중에는
10.4%, 1994년에는 27.1%로 큰 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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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후 3단계인 1999~2005년중에는 외환위
기 이후 자본자유화 조치4) 등에 힘입어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본
격적으로 증가하였다(<Figure 1>). 4단계인 2006년5) 이후에는 기업의 해외현지
생산이 IT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
투자를 웃돌고 해외직접투자잔액/GDP 비율도 큰 폭 상승6)하였다(<Figure 2>).
최근 우리나라는 높은 생산요소비용 수준, 물적투자의 성숙 및 내수확대 여력
축소 등으로 해외현지생산이 확대되는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업규제, 노사
문제 등 국내의 취약한 기업환경 등으로 정체 또는 둔화되는 모습이다.
투자발전 4단계 기간의 국내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1인당GDP(PPP 기준)가 3
만달러에 근접하고 제조업 생산비중이 25%를 상회하였으나 고정투자의 증가세
는 크게 둔화되었다. 또한 실질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생산요소비용 측
면에서 해외생산의 이점이 커진 가운데 금리하락, 환율절상 등으로 투자자금 조
달비용은 줄어들었다. 한편 대외적으로 신흥시장국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7).

<Figure 2>

FDI to GDP Ratio
1)

(a) Flow

Note: 1) Average in periods
Source: UNCTAD

(b) Stock

Source: UNCTAD

4)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이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면서 외환거래의 자유화 폭이 크게 확대
되었다.
5) 2006년부터 비금융기관의 해외 금융‧보험업 건별 투자한도 폐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1백
만달러 이내 → 1천만달러 이내) 등이 시행되었다.
6) 제조업 해외생산비중은 2003년 4.6%에서 2010년 16.7%로 늘어났으며 해외직접투자잔액/GDP 비율
도 2006년 5.2%에서 2012년 17.0%로 증가하였다.
7) 투자발전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내외 경제여건은 ｢BOK 경제리뷰 2014-7호｣ 4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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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현황
우리나라는 투자발전 4단계 진입 이후 국가별 FDI유출입이 다변화되었다.
허쉬만-허핀달(Hirschman-Herfindahl) 지수8)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해외직접
투자는 2005년 이전 7.6에서 2006년 이후 11.5로, 외국인직접투자는 6.5에서
10.1로 다변화 정도가 제고되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아시아가 44%, 북미가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중남미, ASEAN 등 신흥국에 대한 시장확보 및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Figure 3>).
해외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광업 및 서비
스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광업 비중은 2000년대 중반이후 자원개
발 등을 목적으로 해외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1980~2005년중 9.5%에서
2006~12년중 28.8%로 상승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국민연금 해외투자 등으로
34.8%에서 40.0%로 상승하였다. 제조업 내에서는 2005년 이전까지 IT 및 섬유
업종의 투자비중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IT를 비롯하여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Figure 4>).

<Figure 3>

Inflows & Outflows of FDI in Korea
(1980~2005)

(2006~2012)

Note: Cumulated investment in periods
Sources: Outflows of FDI (Korea Eximbank), Inflows of FDI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8) 허쉬만-허핀달 산식  

    


측정하였다.





(  : 국에 대한 FDI)의 역수(    )를 계산하여 다변화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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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utward FDI in Manufacturing Sector
(a) Outstanding

(b) Ratio

Source: Korea Eximbank

Source: Korea Eximbank

투자목적별로는 현지시장진출 및 자원개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반면 수출
촉진 및 저임금활용의 비중은 낮아지는 모습9)이다.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경우 현지시장진출, 자원개발이 주된 목적인 반면 북미‧유럽은 상대적으로 선
진기술 도입 및 수출촉진을 위한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개방 수준 확대로 현지기업과의 공동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
동기가 종전의 수출촉진에서 현지시장진출로 바뀌고 있다(<Table 2>).
<Table 2>

Outward FDI Ratio by Region & Purpose

<Before 05>

Asia

North
America

Europe

Central &
Others Total
South America

Local market entry

14.3

13.2

17.9

16.1

9.5

14.3

Resource development

13.7

14.4

11.7

23.2

62.3

18.1

Export stimulus

35.3

50.6

56.5

25.4

9.5

38.9

Low wage advantage

15.7

0.5

1.2

2.7

1.3

8.2

Others

20.9

21.3

12.6

32.6

17.4

20.5

<06~12>
Local market entry

54.6

31.5

48.1

62.9

19.1

45.9

Resource development

19.3

45.4

25.1

27.8

74.0

31.7

Export stimulus

12.0

17.6

19.8

5.8

4.3

13.3

Low wage advantage

9.8

0.1

0.8

2.6

1.6

4.8

Others

4.4

5.3

6.1

0.8

1.0

4.3

Source: Korea Eximbank
9) 현지시장진출은 현지시장에서의 생산‧가공‧판매를 목적으로, 수출촉진은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
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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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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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ward FDI by Enterprise Size
(a) Outstanding

Source: Korea Eximbank

(b) Ratio of SMEs

Source: Korea Eximbank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는 크게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은 글로벌 금
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소 위축되고 있다(<Figure 5>). 대기업 투자는 2005년 55
억달러에 그쳤으나 현지생산 확대, 금융‧보험업 진출 등으로 2010년 280억달러
를 상회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08년 83억달러까지 늘었다가 최근 35억
달러 내외로 축소되었다. 목적별로는 대기업 투자는 금융위기를 전후로 수출촉
진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현지시장 개척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Ⅲ. FDI 수준 평가
우리나라의 FDI 유출입 규모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으
로 평가된다. 2012년 기준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GDP대비 비율은
각각 17.0%, 12.7%로 OECD회원국 평균 34.8%, 47.0%을 하회하였다(<Figure 6>).
또한 우리나라의 FDI성과지수10)는 0.4(2010~12년 평균)로 전세계 평균(2.4)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10) FDI성과지수(inward FDI performance index)는 개별국가의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국의 FDI성과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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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1)

FDI to GDP Ratio by OECD Countries

Notes: 1) Figures are based on the end of 2012 data.
2) Top 5 countries (Luxembourg, Belgium, Switzerland, Ireland and Netherlands) are excluded
from the left panel in calculating average.
3) Top 3 countries (Luxembourg, Belgium and Ireland) are excluded from the right panel in
calculating average.
Source: UNCTAD

한편 우리나라의 FDI 순유출 전환은 1인당 GDP가 2~3만달러인 여타 국가들
과 비교할 때 다소 이례적이다(<Figure 7>). 또한 선진국의 평균적인 FDI 순유
출 전환시점 소득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FDI 순유출 전환은 상당히 빠른 편
이다(<Figure 8>). 즉, 우리나라의 FDI 순유출 전환시점인 2008년 1인당GDP는
1.9만달러로 선진국 전환시점의 평균 2.7만달러보다 상당폭 낮았다(<Table 3>).

<Figure 7>

Net Outward FDI & GDP per Capita1) by Country2)

Notes: 1) Average from 2010 to 2012
2) 168 countries
Sources: Net Outflow of FDI (UNCTAD), GDP per Capita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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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Net Outward FDI & GDP per Capita of Developed Countries

Note: 1) 27 developed countries by IMF criteria
Source: UNCTAD

1)

<Table 3> GDP Per Capita of Major Countries in Net Outflow of FDI Time

IRE AUS ESP NOR ISR DEN GRE ICE CAN KOR FRA
Net Outflow of FDI
2009 2010 2010 1994 2008 1991 2010 1994 1997 2008 1989
Time
GDP per Capita
5.0
(ten thousand USD)

4.5

3.0

2.9

2.7

2.7

2.6

2.4

2.1

1.9

1.7

Notes: 1) More than 3 year duration after net outward FDI occurred.
2) When Korea’s net stock of outward FDI first turned positive in 2008, its GDP per
capita of $19,000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advanced countries
when their net stock of outward FDI turned positive
Sources: Net Outflow of FDI (UNCTAD), GDP per Capita (IMF)

주요 선진국들의 소득수준별 FDI 유출입 경험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FDI 상
황을 평가하면 FDI 순유출 전환이 다소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Dunning and
Narula(1996) 등의 방법을 준용하여 1980~2012년중 27개 선진국11) 자료를 기초
로 다음과 같은 3차 회귀방정식12)을 설정한 후 우리나라의 FDI 순유출 수준을
평가하였다.


  
 
           

(1)

단,   는 i국의 1인당FDI순유출, 는 i국의 1인당GDP, 는 국별 개별효과
11) IMF 분류 35개 선진국중 통계입수가 가능한 27개국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12) Hausman 검정결과 검정통계량이 1.74로 10% 유의수준에서 ‘국별 이질적 특성이 없다’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함에 따라 임의모형(random effect)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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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결과 설명변수들이 모두 유의하고  및   의 계수 부호가 음(-)
으로,   의 계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나 FDI 순유출이 선행연구와 같이
S자형으로 추정되었다(<Table 4>). 이러한 모형 계수값을 우리나라의 자료에
적용하여 시산하면 2008년 이후까지 FDI가 계속 순유입 상태를 지속하는 것으
로 나타나 현재의 우리나라 FDI 순유출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Figure 9>).

<Table 4>

Developed Countries Panel Regression Result
Coefficient

t-value1)



-0.4799

-4.96

***

 

+0.0002

5.64

***

 

-9.3×10-9

-4.50

***

Constant

2.2120

1.43

Note: *** means significance at 1% confidence level
Source: UNCTAD

<Figure 9>

Korea FDI Model Estimates

Source: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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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1. 거시적 분석
기존 연구13)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경제규모, 개방도, 환율
및 요소가격 등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규모가 확대되면 해외
투자여력이 커지고, 개방도가 높을수록 해외시장 접근 필요성도 커진다. 또한
환율 하락은 상대임금 및 해외자금 조달비용 경로를 통해 해외투자 유인을 강
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경제성장과 함께 요소비용 상승, 원화가치 절상
등의 유인에 따라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시장개척, 자원확보 등이 주된 동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GDP 및 교역규모와 유사한 패턴을 보
이고 있는데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
면서 해외직접투자도 급증하였다. 노동비용과의 관계를 보면 2000년 이전까지
해외직접투자가 단위노동비용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자본자유화 확대를
계기로 양자간 관계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환율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
된 1997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Figure 10>).

13) 「BOK 경제리뷰 2014-7호」11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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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Outward FDI and Main Economic Indicators

(a) Outward FDI and GDP per Capita

Note: Nominal term
Sources: Outward FDI (UNCTAD), GDP
per Capita (IMF)

(b) Outward FDI and Trade Volume

Note: Sum of export and import, nominal
term
Source: UNCTAD

(c) Outward FDI and Unit Labor Cost1)

(d) Outward FDI and Exchange Rate

Notes: 1) Labor cost/output=cost per worker/labor
productivity
2) Outward FDI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unit labor cost before 2000.
However, this relationship has been no
longer valid with capital liberalization in
Korea.
Source: UNCTAD

Note : Outward FDI and exchange rate has
shown the negative correlation since
th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was introduced in 1997.
Sources:
Outward
FDI
(UNCTAD),
Exchange Rate (Bank of Korea)

2000년대 이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내수 비율 하락 및 원자재 수입의존도
상승이 해외직접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가세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산
출 대비 내수(중간수요+최종수요-수출) 비중은 1995년 100.9%에서 2011년
88.2%로 낮아졌고, 원자재 수입의존도는 1995년 76.7%에서 2011년 97.0%로
크게 높아졌다(<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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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Domestic Demand / Output Ratio
2)
Dependency in Korea
(a) Domestic Demand/Output Rat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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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w Materials Import

(b) Raw Materials Import Dependency

Notes: 1) (Intermediate demand ＋ final demand - export) / total output
2) Imports of forest products, coal, oil, metal and non-metal / total supply × 100
Source: ｢I/O table｣, Bank of Korea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업종별 및
투자대상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투자대상지역별 분석은 전산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나 업종별 분석은 무역비중의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업
내 세부업종으로 한정하였다.
대상기간은 외환위기 등에 따른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1999년 이후로, 분석모
형은 시차변수를 포함하는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14)으로 설정
하였다. 추정방식은 오차항과 시차변수간 상관관계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안한 1차 차분 일반화적률법
(first-difference GMM)을 이용하였다. 패널단위근 검정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5>).

  -statistics of Variables by PP-Fisher test

<Table 5>

Industry
Region

lnrOFDI

lnrGDP

***

*

41.63

12.49

31.03

2.69

lnrEER
***

3.87

27.92

**

lnTOr
***

54.22

***

31.00

lnrWAGE
***

112.65

**

27.64

EST

Regul

28.61

**

24.25**

Note: ***,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14) 패널모형은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으로 구분
되며, 동태적 패널모형은 종속변수의 내생적 요인을 추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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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종별 모형에서는 11개 업종15)에 대해 업종별 실질GDP, 무역비중,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실질임금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업종별 모형)

ln      ln    ln  ln
 ln  ln  

(2)

단, i는 업종, rOFDI는 실질해외직접투자, rGDP는 실질GDP, rEER은 실질실효
환율, TOr은 GDP대비 무역규모, rWAGE는 실질임금, v는 업종별 효과
투자대상지역별 모형의 경우 투자대상지역을 7개16)로 구분하고 투자대상지
역 실질GDP, 무역비중,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상대임금, 지가, 지역별 규제수준
등을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투자대상지역별 모형)

ln      ln    ln
 ln  ln  ln       (3)
단, j는 투자대상지역, WAGEr은 한국 임금/투자대상지역 임금 비율, EST는 한국
과 투자대상지역간 지가상승률 차, Regul은 지역별 규제수준, u는 지역별 효과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업종별로는 성장능력이, 투자대상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규모가 주된 설명요인이 되었다.17) 업종별 모형의 경우 2006년
이후 업종별 GDP 규모, 해외시장 비중, 실질임금 등의 순으로 해외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 투자대상지역별 모형에서는 해당지역의 시장규모, 개방도,
환율 등의 순으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Table 6>).

15) 음식료품, 섬유‧가죽,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장
비, 기타 제조업 등 11개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16) 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등 7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임금, 지가,
규제수준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주요국(중국, 미국, 유로, 브라질, UAE, 남아공, 호주)으로 한정하
였다.
17) 지가상승률 차 및 지역별 규제수준의 계수는 모두 이론적인 부호와 일치하였으나 유의성은 낮은 것
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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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stimates in Panel Model
[Model 1] Industry

Variables

Coefficient

rOFDI(-1)

0.215 (0.118)

0.565 (0.069)***

2006년이후
기여도
0.929

0.190

1.305 (0.388)***

0.383

***

TOr

0.810 (0.233)

***

rEER

1.000 (0.274)

2)

***

rwage

3)

Regul

*

4)

0.185
0.042

Coefficient

1.021 (0.542)

*

0.183

1.059 (0.522)

**

0.045

**

-0.037

0.737 (0.285)

0.087

0.465 (0.226)

-

-

0.001 (0.009)

-

-1.243 (2.667)

***

Constant

[Model 2] Region

2006년이후
기여도
0.181

0.606 (0.217)***

rGDP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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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1.426)

-

-9.907 (4.072)

0.004
0.046
**

Analysis period

1999~2011

2000~2012

Observation

143

91

Wald-test

290.1 [0.00]

805.4 [0.00]

Arellano-Bond test 1st/2nd -2.548 [0.01] / -1.556 [0.12]

-

-2.028 [0.04] / 0.723 [0.47]

Notes: 1) Numbers in parentheses are S.E. and ***,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2) Real wage in manufacturing sector in [Model 1], real wage in Korea / real wage
major outward FDI countries in [Model 2]
3) Land price gap between Korea and major outward FDI countries
4) OECD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in major outward FDI countries
5) Numbers in brackets are p-values.

아울러 제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기업규모별 해외
직접투자 행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단위근 검정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불안정
한 시계열로 판단되어 Engle-Granger의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하였다(<Table 7>).
장기균형식 추정결과 대기업은 해외직접투자가 생산규모, 수출비중 및 임금
과, 중소기업은 해외직접투자가 환율 및 임금과 각각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대기업은 생산, 수출 등 성장성이, 중소기업은 환율, 임금 등 수익성이 중장기적

<Table 7>

Engle-Granger Cointegration Test by Enterprise Size
Large enterprise

Tau-statistics
z-statistics

**

SME
**

-6.853

-5.799

-52.721**

-44.302**

Note: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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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외직접투자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기업은 중소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비용요인 변동에 따른 부담이
작은 반면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 오차수정항을 포함한 단기동태식을 추정하여 보더라도 대기업은 경제규모,
중소기업은 금리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Table 8>).
(장기균형식)

ln    ln    ln  ln

(4)

   
(단기동태식)


∆ln   

 ∆ln






 ∆ln 

(5)

∆ln  ∆ln  ∆ln 
∆ln      
단, rINT는 기업규모별 실질금리, EC는 오차수정항
<Table 8>

Long-run Equation Estimates
(Sample period: 1999.1Q~2012.4Q)
Large enterprise

SME

1.65

( 4.82)***

0.79

( 1.44)

 

1.33

( 2.87)

***

0.88

( 0.97)



-0.23

(-0.52)

2.80

( 2.16)**



0.93

( 1.82)*

2.03

( 1.81)*

 3)

0.09

( 2.94)

0.05

( 1.10)

-19.06

(-1.83)

 2)


  

***

-21.15

(-3.98)
0.73

*

0.70

Notes: 1) Numbers in parentheses are t-values and ***,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2) Real GDP in manufacturing sector, values after 2011 are estimated with GDP by
enterprise size in 2010 and Industrial Production index of manufacturing sector.
3) Lending rates in commercial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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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시장개척 및 자원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
자가 크게 늘면서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FDI 순유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된 것
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FDI 순유출 전환시점인 2008년 1인당GDP는 1.9만
달러로 선진국 전환시점의 평균 2.7만달러보다 상당폭 낮았다. 또한 선진국들
의 경험을 기준으로 시산하면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순유입상태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 현재의 순유출 상황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해외직접투자 결정
요인 추정 결과 지역별 시장규모, 개방도, 상대임금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아울러 대기업은 생산, 수출 등 성장성이, 중소기업은 환율, 임금 등 수익성
이 해외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으로도 생산의 글로벌화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18)되는 만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FDI 유출입이 안정
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국기업의 국내투
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요인 조사 결과
노무 및 세무 환경 항목에서 만족도가 특히 저조하였으며 OECD의 회원국 FDI
규제수준 조사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규제 정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FTA 확대, 신흥국 인건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상응하여 해외생산시설
을 국내로 U턴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하겠다.20) 최근 들어 미국 등 해
외직접투자를 크게 늘렸던 국가들이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해외이전기업의 본
국 재이전(reshoring)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U턴기업을 지원중이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21) 따라서 다른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8) UNCTAD는 전세계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경기 개선, 신흥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2013~15년
중 연평균 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World Investment Report 2013, UNCTAD).
19) OECD는 매년 주요국에 대해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인허가 절차, 임원의 국적제한, 운영상 제한 등
을 조사하여 FDI 규제지수(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 해외공장을 운영중인 제조업 70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U턴 애로요인으로 ‘인건비부
담 및 경직적 노사관계(43.0%)’가, U턴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설비투자관련 세제지원(45.6%)’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대한상공회의소, 2013년 8월).
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3년 12월) 이후 정부가 선정한 U턴 기업은 현
재 14개사(2014년 3월말 기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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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선정에 유의하면서도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적 분업체계 및 생산‧판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투자‧고용간 연계효과를 제고하여야 하겠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개
척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고 해외 투자시 국산설비 활용, 국내 전문인력 파견
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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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minants of FDI and
Suggestions of Recent Changes in Korea
*

**

***

Chang Hyun Park ⋅Hangseo Cho ⋅Sung Hee Ahn ⋅Jongik Park

****
22)

The outward FDI stock of Korea has been higher than its inward FDI stock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an estimation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DI stock and income in advanced countries, however,
Korea's outward the FDI stock should be less than its inward stock at the current
income level. Such a gap between the actual data and estimation has shown that
Korea's current situation is atypical. Meanwhile,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FDI has shown that market size in host regions, openness, and
relative wag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In the years to come, outward FDI would continue to rise due to
globalization. Thus a diversified set of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ensure
that inward and outward FDI rise in a balanced manner. First of all, the
regulations that inhibit foreign companies’ FDI in Korea should be relaxed. Also,
measures to have overseas production facilities return to the country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through

enhanced

cross-border

labor

divisions

and

production-sale networks, FDI needs to be conducive to domestic investment and
employment.

JEL Classification Number : C1, F2, L5
Key words : Foreign direct investment,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 Economist, Personnel & Administration Department (E-mail: ch.park@bok.or.kr)
** Economist, Industry & Economic structure Analysis Team, Research Department, Bank of Korea
(E-mail: hangseo.cho@bok.or.kr)
*** Economist, Planning & Financial Research Team, Gangwon Branch, Bank of Korea
(E-mail: sunghee.ahn@bok.or.kr)
**** Economist, Economic Activities Analysis Team, Research Department, Bank of Korea
(E-mail: jongik@bok.or.kr)
Received: 11 February 2015; Received in revised form: 13 April 2015; Accepted: 22 May 2015

